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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현재 사이, 그 균형점을 찾는 성과

우리 시대, 성과를 위해
필요한 것들 달라진 것들
기업이건 개인이건 성과를 낸다는 건 누구나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왔다. 하지만 같은 성과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 그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과란 어떤

노력_
양적 노력보다 중요해진
질적 노력

아홉 살의 어린 나이에 지휘자가 된 전설적인 토스카니니의 일화는 1만 시간

열

의 땀방울이 어떻게 성과로 돌아오는가를 잘 말해준다. 본래 첼리스트였던 토

스카니니는 지휘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지휘 연습을 독학했다고 한다. 시력이 워낙 안 좋아 가까이 있는 악보도 볼 수 없었기

야유 속에서 지휘대에 올랐지만
악보도 보지 않고 곡을 지휘해낸
토스카니니에게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거장의 탄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때문에 그는 아예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1만 시간 후 그에게 찾
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준 이유가 되기도 했다. 1886년 그의 나이 19살이 되던
해, 브라질 공연에서 가극단과 문제를 일으키고 지휘자가 지휘를 포기하게 되자 토스
카니니는 비로소 기회를 얻었다. 야유 속에서 지휘대에 올랐지만 악보도 보지 않고 곡
을 지휘해낸 토스카니니에게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거장의 탄생은 그렇게 시작
되었다.

의미이고, 그것을 내는 방식은 어떤 것들로 변모한 것일까.

성과를 내는 고전적인 방식은 역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1만 시간

글. 정덕현(대중문화 평론가)

의 법칙’은 뭐든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연습하고 준비하면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는 뜻. 누구에게나 한 번의 기회는 오기 마련이지만 그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잡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준비된 자들뿐이라는 걸 떠올려보면 성공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1만 시간의 노력이다. 하지만 이 노력이라는 방식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근 들어 비판적 변용을 요구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양적 노력보다
질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시간 투여는 반드시 필요하더라도 이제는 보다 적확한 것
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시간 경쟁이 생명인 현재의 산업 환경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도전과 비전_
미래를 읽고 뛰어드는 힘

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의 실제 모델은 실리콘 밸리

영

의 스타 CEO인 엘론 머스크다. 도전의 아이콘으로 자주 인용되는 이 인물은 어

릴 적부터 과학과 공학에 관심이 많았고, 10살에 처음 컴퓨터를 접한 후 12살에 직접
만든 게임을 한 게임회사에 5백 달러를 받고 팔 정도로 이 분야에 남다른 능력을 보였
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삶을 영화 같은 성공담으로 만든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꿈과 그 꿈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에디
슨과 니콜라 테슬라를 동경했던 그는 어려서부터 세 가지 비전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것은 인터넷과 우주 그리고 청정에너지였다고 한다. 그는 실리콘 밸리의 성공신화가
된 페이팔(paypal)로 첫 번째 비전이었던 인터넷 사업을 성공시키고, 곧바로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 엑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업체인 솔라시티와 테슬라 모터스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잇따라 성공시킴으로서 자신의 비전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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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물론 도전만큼 성과를 위해 가장 많이 제시되는 가치도 없지만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은 비전이다. 엘론 머스크의 도전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미래를 읽는 눈이 선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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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소통_
창의적인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트워크화된 사회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많은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건 어

네

렵게 됐다. 그래서 저 <삼총사>의 유명한 문구, ‘All for One’은 성과를 말하는 곳

에서는 어디서든 주창되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었다. 하지만 협력과 함께 중요해진 건
각각의 개성을 가진 이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게 해주는 소통의 가치다. 팀워크는 단
순히 자기희생을 통해 하나로 뭉치는 걸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대에 들어서 직장 같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개인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수치적으로 증명되었다.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
지만 지금은 양을 생산하는 시대가 아니라 질을 생산하는 시대다. 집단이 갖는 힘만큼
중요해진 것이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 되었다. 양적 생산의 핵심은 규격화되고 보편화
된 일원으로서의 개인을 요구하지만, 질적 생산에서는 탈규격화되고 창의적인 일원
으로서의 개인을 요구한다. 즉 현재의 팀워크란 개인의 최대치를 위해 조직이 꾸려질
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성과는 그래서 협력과 함께 원활한 소통이 따를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되었다.

창의성과 역발상_
다양성 시대,
성과를 위한 두 가지

찍이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 완전히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일

노

력, 도전, 협력과 창의성 같은 것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 주창되고 있는 가
치들이지만, 정작 지금의 대중들은 성과지상주의가 갖는 피곤함을 토로하기도

을 새롭게 조합해 ‘낯선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남들과 달리 생각하

한다. 미래에 벌어질 성과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고 불편이나 문제를 감수하기보다는 극복하려는 노력,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올해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등장한 욜로(You Only Live Once!)는 물론 ‘현

과거에 창의성이란 흔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은 바뀌고 있다. 없는 상태에서 하는 창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가능
하다 해도 엄청난 투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은 익숙함을 요구하는 소비자
들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아닌 유에서 유로
의 창조방식, 즉 익숙함을 변주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들 성과란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읽는 것이 관건이라 하지만 과연 그 니즈라
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또 그렇게 니즈를 읽어 사업에 뛰어들면 똑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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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성과를 위해선
미래와 현재의 균형을 맞춰야

협력과 함께 중요해진 건
각각의 개성을 가진 이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게 해주는
소통의 가치다. 팀워크는
단순히 자기희생을 통해
하나로 뭉치는 걸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의미이지만 의외로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
여지면서 ‘소비적인 측면’으로 해석된 면이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보다
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는 이 라이프스타일은 그래서 현재 노력과 도전을 해야 미래
에 돌아올 결과로서 ‘성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된 라이프스타일이 반대급부적으로 올해 등장했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촉발시킨 ‘아껴야 잘산다’는 삶의 방식
은 저 욜로와는 달리 미래를 위해 현재를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의 어떤 성과
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를 자제하고 오히려 축적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을 내린 회사들이 우후죽순 같은 사업에 뛰어들어 과당경쟁출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다.

발생하곤 한다. 이른바 ‘벤치마킹’이 한 때 사업의 기본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다.

성과를 놓고 벌어지는 이 두 개의 관점이 올해 두 개의 라이프스타일로 등장했다는 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억만장자 투자가로 잘 알려진 워렌 버핏은

대중들이 성과에 대해 가진 양가적 정서를 드러낸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탐욕을 내고 덤벼들 때는 두려워해야 하

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미래의 성과를 위한 현재의 희생 또한

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에서 주목할 건 역발상의 철학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 결국 우리 시대가 말하는 성과란 이 양자 간의 균형과

이다.

조화에 있지 않을까 싶다. 가치를 미래에 두느냐 아니면 현재에 두느냐를 극단적으로

모두가 흘러가는 흐름을 당연시할 때, 그 고정관념을 깨고 거꾸로 가는 것. 요즘처럼

선택하기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를 내

독자적인 창의성이 다양성의 시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면서도 현재를 행복하게 영위하는 길이야말로 개인은 물론 기업이 진정 상생할 수 있

것, 바로 역발상의 정신이다.

는 길이라는 걸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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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 Essay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평가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으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자기징벌에 갇히곤 한다. 나의
소중함을 내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늘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우리는 과연 자신이 지닌 능력의 몇 퍼센트나 써보며 살다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안의 아주
작은 부분들만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쓰지 못한 능력이나 감정, 꿈이나 사
랑은 과연 어떻게 되어버리는 걸까. 어쩌면 우리 자신이 미처 실현하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이야
말로 우리 삶의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 더 높이 더 빨리 날아오르길 바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역량이 부족해. 내가 원하는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난 언제쯤
내가 꿈꾸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다그치는 질문만으로는 내 안의 진
짜 힘을 끌어낼 수가 없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잠재된 힘을 깨닫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상상했다. 첫째, 상상계. 이것은 유아기
의 달콤한 환상, 해피 엔딩을 향한 막연한 기대, 나에게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한
믿음과 기대가 담긴 정신적 공간이다. 디즈니애니메이션이나 아이들의 동화책에서 원작스토리의
비극적이거나 잔인한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억지로 해피엔딩을 끼워 넣는 조작의 욕망이 바로 상
상계의 전형적 패턴이다. 상상계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것, 끝까지 책임지는 어른스런 듬직함으로
부터 거리를 두는 정신의 유아성이다. 상상계는 피터팬의 놀이 공간, 꾸밈없는 상상력이 활개칠 수
있는 소중하고 순수한 공간이긴 하지만, 상상계만으로는 어른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상상계의 유
치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는 공간이 상징계다. 상징계는 철든 어른들만의 마음 공간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려는 태도,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세계에 만족하지 않고 복잡하고 난

사회적 능력에서 내면의 힘으로 나아가기

역량의 재발견
인간은 흔히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을 일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들 한다. 역량을 100%
끄집어낼 수 있다면 분명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어떻게 역량을 끌어올려,

12

해한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정신의 역량이기도 하다.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순간 인간의 역량은 급격히 치솟아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강
력한 성취감과 뿌듯한 자긍심이 샘솟게 된다.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 자기 일을 남의 것으로 미
루지 않는 어른들은 대부분 이런 상징계의 성장을 경험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의존에서

진정한 성과를 이끌어내는가에 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역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벗어나지 못하거나 영화를 볼 때도 해피엔딩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상계의 달콤한 동화적 쾌락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새로운 한해를 위해 지금의 나, 지금 내 안의 역량을 재발견해볼 시간이다.

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기에,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어른스럽게 개척해나가는 사

글. 정여울(문화평론가·베스트셀러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작가)

람들이 느끼는 상징계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편안하게 이미 부모님이나 주변사람이 마련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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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리 안의 아주 작은 부분들만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쓰지 못한 능력이나 감정, 꿈이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되어버리는 걸까. 어쩌면 우리 자신이 미처 실현하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

필요하다. 일에만 신경 쓰고,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을 곤두 세우고, ‘내가 나를 바라볼 시간’을 주
지 않는 초조함이 마음의 여백을 빼앗아간다. 내가 어디를 가야 가장 기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가장 큰 보람을 느낄까. 내가 누구와 일할 때 가장 눈부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
계의 동화적 쾌락을 넘어, 상징계의 성숙한 책임감을 넘어, 마침내 내가 지닌지도 몰랐던 내 안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는 실재계의 희열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권리가 있다. 내 역량을 발견하
는 힘, 그것은 ‘남들이 칭찬하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찾아 어떤 계산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에서 우러나온다.
은 행복의 쿠션 안에 쏙 안기는 상상계의 쾌락에 비해 상징계의 행복은 훨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누가 나에게 덥석 안겨주는 행복보다는 내가 애써서 직접 만들고 내가 인생을 걸고 지켜내
는 사람과 가치의 소중함에 눈뜨는 것. 그것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성숙의 희열이다.
그런데 인간은 상징계의 단계로만 만족하지는 못한다. 더 크고 깊은 이상을 꿈꾸고, 때로는 불가
능한 이상이나 기적에 가까운 일을 꿈꾸기도 하며, 자기 안의 창조성을 최대한 실험하고 싶은 내
적 욕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실재계다. 실재계는 우리 능력의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공
간이다. 사람들은 평소에 일의 성격에 맞게, 외부상황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조절해서 쓰곤 한다.
힘 역

그러다보니 자신의 역량을 남김없이 실험해볼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나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
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정말 이건 내 일이다’ 싶을 때는 내 안의 잠재력
이 폭발한다. 아무리 위험부담이 커도, 아무리 ‘이건 잘 안 될 거다’라며 남들이 만류해도, 반드시
내 힘으로 해내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실재계의 시작이다.

헤아릴 량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평가한다. 그래서 다
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으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징벌에 갇히곤 한다. 나의 소중함을 내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늘 이런 딜레마에 빠진
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더욱 집중하면, 진
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타인이 바라보는 객관적인 역량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나
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어쩌면 나의 역량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빼앗
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워낙 신경 쓰다 보
니, 내가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
다. 문제는 ‘나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기성찰의 지혜다. 그러려면 ‘마음의 여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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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르포

노령산맥의 척추,
충남 최고봉

서대산

산의 형태가 땅속에서 그대로 솟아 오른 것처럼 보이는 서대

온후하면서도 웅장한 산세

산은 실제로 산맥으로 이어지지 않고 따로 떨어져 독립된 비

서대산(西臺山·904m)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충남

래산(飛來山)이다. 산에 올라보면 신선바위, 장군바위 등 보

금산군 추부면과 군북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기암절벽으로 이

기 좋은 기암들과 원추형 산세가 만들어내는 절벽들이 장관

루어져 전체적으로 산세가 온후하면서도 웅장하다. 용바위·신선

을 이루고, 능선에 올라서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이 무척

바위·장군바위·마당바위·노적봉·서대폭포 등의 관광자원이

이나 아름답다. 이 정도면 ‘중부의 금강산’이라 불리기에 부

을 만나다

족함이 없지 않은가!

있다. 정상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주변에는 장면대·북두칠

글·사진. 이승헌(수급정보처 특수검사팀 팀장)

성바위·사자굴·쌀바위 등이 산재해 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꼭대기에서는 대전·옥천·금산 일대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여 주요관광지로 꼽힌다. 산세가 원뿔형이고
암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벽등반을 즐기는 산악인들이 많이 찾
는다.
서대산은 남동부의 금강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금산고원에 속해
있다. 노령산맥을 이루는 정수이기도 하다. 남서쪽의 대둔산, 남쪽

정상

의 국사봉과 함께 동쪽은 충북, 남쪽은 전북과 경계를 이룬다. 또
한 동북-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어 면의 경계를 이루고 그 주위에

북두칠성바위

는 방화봉·장룡산 등이 있다.
마당바위

산마루는 비교적 급경사이다.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완만해진다.
서쪽 사면은 넓고 경사가 완만하다. 이곳에서 흐르는 계류들이 서
대천을 만든다. 동쪽도 완만한 사면이 발달해 있는데 한반도 중부

용바위

이남에 발달한 사면 지형의 하나로 금산인삼 재배에 이용된다.
서대산드림리조트
주차장

견우와 직녀가 만나던 곳
서대산의 대표적인 두 바위이자 정상을 두고 동과 서로 떨어진 바
2코스

위인 견우탄금대와 직녀직금대에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견우는 탄
금대에서 1년 내내 직녀를 생각하며 거문고를 탔으며, 직녀는 직금
대에서 견우를 그리워하며 옷감을 짰다고 한다. 그러다 1년에 한 번
칠월 칠석에 서대산 정상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금
대에 있는 샘의 영수(靈水)를 7번 이상 마시면, 아름다운 미녀가 되
어 혼인길이 열리고 첫아들을 낳는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구전뿐만 아니라 기록에서도 서대산을 만날 수 있다. 산 서쪽 기슭
에는 신라시대에 창건한 서대사가 있었는데 서대산이라는 이름
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한다. 서대산이라는 이름으로 천년 넘게 불
린 유서 깊은 명산인 것이다. 국내의 여러 절에 서대사에서 출판한
‘화엄경’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서대사는 규모도 크고 불사
도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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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오르막을 넘고 넘어

가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조금만 올라가면 구름다리를 건너

본격적인 산행은 용바위 옆길 풀숲을 헤치고 올라가면서 시작된

야 만날 수 있는 신선대에 도착할 것이다. 구름다리에 다다르니 출

다. 돌밭이나 다름없는 된비알이 기다리고 있다. 울창한 숲으로 덮

입금지 표지가 눈에 들어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다닐

여 있지만 길가엔 군데군데 큼지막한 거석들이 하나씩 버티고 있

수 있었는데 이젠 다리가 오래되고 낡아 위험해 보인다. 구름다리

어 심심하지는 않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상석도 개석도 없는 초라

건너에 있는 신선대는 멀리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

한 서대산 전적비가 눈에 들어온다. 서대산 일대는 삼국시대 접경

다. 오르막의 끝에서 사자바위가 반겨준다. 잠시 숨을 돌리며 땀을

지역으로 백제와 신라의 각축장이었다. 누구의 승리를 기념하는

식힌 후 다시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능선을

전적비인지는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킨 거석들만 알고 있을 것이

타는 구간이라 힘들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

다. 험한 산길 때문인지 동학농민운동 때는 농민군들이 관군을 피

“서대산은 충남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곳곳에 기암괴석과 바위절벽이
있어 ‘중부의 금강산‘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다. 이와 더불어
산정에서의 조망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해 산림청 100대 명산에 선정되었다.”

해 숨어들었고, 6·25전쟁 때는 옥천, 금산, 무주 일대의 빨치산 아

전설이 깃들어 있는 북두칠성바위

지트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정상을 조금 못 간 구간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바위는 북두칠성바

묻혀 있을 것 같다.

위다. 이 바위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온다. 옛날에 불의와 타

숨을 고르며 오르다 보니 마당바위가 보인다. 특별한 형상을 지니

협하지 않은 올곧은 관리가 역모로 몰려 처형됐다. 그 후 일가족인

진 않았지만 이름처럼 크고 넓은 바위다. 마당바위를 지나면 가파

관리의 아내와 일곱 아들도 처형돼 시신이 길에 버려졌다. 까마귀

른 오르막길이 나온다. 묵묵히 오르다 숨이 차서 멈추니 구름다리

와 부엉이 떼가 시신을 훼손하자 관리의 아내가 귀신으로 나타나

1

조선시대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서대산에 관한 여러 선

준비를 하고서 아침 일찍 회사에 모여 산행지로 이동했다.

비들의 글이 실려 있다. 고려 고종 때 문신 이규보는 “산이 높아 들

일찍 모인 탓에 휴게소에서 아침을 해결했는데 뜻밖의 경험을 했

어갈수록 점점 그윽하고 깊다”며 서대산의 산세를 읊었고, 고려

다. 산을 올랐다 내려오는 길인 마냥 우동 맛이 기가 막힐 정도로

충렬왕 때 목은 이색의 부친 이곡은 “사방은 막히고 길은 험하다”

꿀맛인 것이다. 기분 좋게 배를 채우고 다시 도로를 달리다 보니

고 서대산을 표현했다. 조선 태종과 세종 때 문신 남수문은 “남방

어느덧 추부IC였다. 국도를 따라 10여 분 정도 더 달려 서대산드림

은 진악산, 북방은 서대산이 금산을 진수(鎭守)한다”, 여말선초의

리조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예고된 바와 같이 기온은 영하까지 떨

문신 권근은 “산천이 험하고 궁벽하다”고 했다.

어져 쌀쌀했다. 날이 추운 탓인지, 단풍 시즌이 지난 탓인지 주차

2

장은 한산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등산객을 찾아보기가 힘들었

겨울 산의 운치로 가득한 ‘중부의 금강산’

다. 등산 전 안전을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서대

“서대산은 충남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곳곳에 기암괴석과 바위절

산드림리조트 주차장에서 길을 따라 올라가니 1, 2코스와 3, 4코

벽이 있어 ‘중부의 금강산’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다.

스가 나뉘는 갈림길이 나왔다. 이번 산행은 용바위를 지나 마당바

이와 더불어 산정에서의 조망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해 산림청 100

위, 북두칠성바위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2코스를 중심으로 이뤄졌

대 명산에 선정되었다.”

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라 그런지 낙엽이 수북이 쌓여

1 서대산 강우 레이더 전경

산행 정보를 찾아보다 만난 서대산 소개글을 읽고서 단번에 호산

있었다. 낙엽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조

2 특별한 형상을 지니진

회 11월 산행지를 결정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산행일은 셋째 주

금 더 일찍 왔더라면 대단한 단풍을 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

토요일이었다. 산행일 하루 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해 산

다. 하지만 앙상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풍경도 산의 한 가지 매력일

정상의 기온이 영하 5℃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었다. 단단히

18

3

않았지만 이름처럼 크고
넓은 마당바위
3 서대산을 찾은 호산회 일행
4

터. 겨울 산의 운치를 한껏 감상하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4 오래되고 낡아 이용이
제한된 구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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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를 향해 아들들의 시신을 묻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동네

어미바위와 칠성바위의 이산을 막아준
김도혁은 예순 살의 나이에 기로과에 급제해
노년에 큰 영광을 얻었다. 그 후 도원골에도
해마다 경사가 나서 동네 사람들은
어미바위를 극진히 대했다고 전한다.

사람들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를 딱하게 여긴 신령이 어머
니와 일곱 아들을 모두 바위로 만들어줬다. 어머니는 동네를 향해
소리치듯 입을 벌린 모양으로 입바위가 되고 아들들은 북두칠성
모양의 칠성바위가 되었다.
어느 날 동네를 찾아온 술사가 입바위를 가리키며 동네를 저주하
는 형상이니 개울로 옮겨야 동네가 평화롭고 융성해질 수 있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의논 끝에 입바위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때
도원골의 효자로 소문난 김도혁이 먼 고을 원님으로 있었는데 꿈
6

에 한 정숙한 부인이 나타났다. 그 부인은 자신을 고향마을 앞에
5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오는 북두칠성바위

7

있는 어미바위라고 밝히며 바위가 된 사연과 곧 아들바위와 헤어

6 서대산의 사자봉

질 처지에 놓였음을 말했다. 어미바위는 아들과 헤어지지 않도록

7 서대산 904m 정상에 오른 호산회 일행
8 붉은 단풍과 시원하게 트이는 조망을

도와주면 결초보은하겠다고 했다. 잠에서 깬 김도혁이 고향에 사

볼 수 있는 서대산

람을 보내 알아보니 과연 어미바위를 옮길 계획을 하고 있었다.
김도혁은 그 길로 고향을 찾아가 바위를 옮기지 말라고 설득했으
나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성미 급한 몇 사람은 바
위에 지렛대까지 들이댔다. 그 순간 바위에서 물방울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김도혁이 바위 앞에 서서 지렛대로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으면 바위를 옮겨도 좋다고 말했다. 장정 몇이 지렛대를 발밑
에 넣고 힘을 썼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은 바위 옮기는 일을 포기했다. 어미바위와 칠성바
5

위의 이산을 막아준 김도혁은 예순 살의 나이에 기로과(조선시대
에 60세 이상의 선비만 보던 과거)에 급제해 노년에 큰 영광을 얻
8

었다. 그 후 도원골에도 해마다 경사가 나서 동네 사람들은 어미바
위를 극진히 대했다고 전한다.

20

서대산의 대미를 장식하는 서대폭포

는데 서대산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정상보다 이곳이 훨씬 좋다.

그렇게 얼마를 더 올라왔을까. 어느덧 장군바위에 도착했다. 장군

마지막 능선에서 바로 밑으로 빠져 개덕사 가는 길로 들어서며 하

바위 밑에는 서로 몸을 맞댄 바위가 이채로운 바위 통로를 만들어

산을 시작한다. 약 1시간 정도를 하산하면 개덕사와 서대산드림리

내고 있다. 장군바위 자체도, 거대한 일군의 바위들이 만들어 내는

조트 주차장 갈림길이 나온다.

풍경도 일품이다. 장군바위 위에서 지나온 길과 정상의 능선, 장군

아무리 바쁘더라도 개덕사에 들러 서대폭포를 감상해야만 서대산

바위의 절벽, 시원하게 트이는 조망을 한참 감상하다 정상으로 향

산행의 마지막 묘미를 감상할 수 있다. 약 30여 미터는 족히 되어

한다.

보이는 절벽에서 한줄기 빙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서대폭포와 그

정상은 평이하다. 서대산 자체가 암봉이 많은 것에 비하면 평범하

옆의 커다란 불상은 서대산 산행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하기에 부

기 그지없다. 조금 더 올라가면 능선이 끝나는 마지막 봉우리가 있

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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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담백하고 감질난 맛이 일품인 어죽

산행을 마치고 금산에 어죽으로 유명한 맛집, 원통식당을 찾아
갔다. 이곳의 어죽은 금강에서 잡은 잡고기를 파·마늘·된장·
고추장 등 갖은 양념을 넣고 끓여낸다. 한 숟
갈 뜨면 민물고기 특유의 담백하고도
감질난 맛이 입 안 가득 퍼져 나온다.
쌀과 밀가루로 반죽한 수제비를 건져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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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항-프랑스 솔트-독일 란다우 지열발전소는 세쌍둥이

는 방법과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해 지열로 데운 후 빼내 발전에 이

지열발전소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유일하게 기저부하로 이용할

용하는 방법이 있다. 물 대신 가스를 쓰는 방법도 있다.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일반 독자에겐 다소 생소하다. 땅의 열을

별도로 물을 집어넣지 않고 온천을 이용하면 가장 좋다. 특별한 장

이용한 발전방식이 지열발전임은 알겠는데 물을 넣는 건 또 무언

치 없이 단지 땅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전기로 바꾸는 증기터빈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뜬금없는 뉴스였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뿐만 아니라

가? 포항이 어떤 지형인데 지열발전소가 들어섰는지? 지진과 지

과 발전시설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이

전국을 지진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진도 5.4의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니? ‘가설’을 전제로 문제를 제기한

열발전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글의 주제인 프랑스 솔트 지

대표적인 예이다. 화산 지대인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블루라군에

전문가들은 지열발전소가 땅속에 넣은 물이 단층을 깨는 윤활유 역할을 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열발전소와 독일 란다우 지열발전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

서 용출되는 온천을 이용해 발전도하고 온천욕도 즐긴다.

하다.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할까?

문제는 온천의 혜택을 보는 나라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땅속의 열은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항온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

그래서 사람들은 인공지열저류층생성기술(EGS)라는 방식과 바

다면 멈추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점이 지열발전의 매력

이너리 방식의 지열발전기술을 개발했다. EGS는 땅 속에 뜨거운

이다. 지열 발전은 땅 속에서 분출하는 뜨거운 물(열수)를 이용하

암반에 물을 인공적으로 집어넣어 데운 후 빼내 발전에 이용하는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

해결책 제시한 佛 솔트 지열발전소

글. 안희민(데일리한국 기자)

솔트지열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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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소_넥스지오

방식이고 바이너리는 물 대신 프로판, 암모니아, 펜탄 등 낮은 온

층대다. 독일의 란다우 프로젝트는 2004년 시작했으며 지열수의

도에서도 기화하는 기체를 물 대신 사용하는 지열발전이다. 프랑

온도는 155℃이며 발전용량은 2.9M다. 프랑스의 솔트 지열발전소

스 솔트수포레에 위치한 솔트 지열발전소와 독일 란다우인데르프

는 이보다 적은 1.5MW급이다.

라츠의 란다우 지열발전소는 EGS의 대표적인 발전소다.

포항의 지열발전소도 EGS 방식을 사용한다. 포항의 지하는 라인

프랑스 솔트수포레와 독일 란다우인데르프라츠는 라인강을 따라

지구대처럼 마그마 등으로 뜨겁게 달궈진 암반이 존재한다. 깊이

늘어선 도시다. 지표는 프랑스와 독일로 나눠 있지만 땅 속은 성상

4.3km의 시추공을 두 개 뚫고 두 시추공을 연결해 물 삽입과 증기

이 같다. 지표 깊숙한 곳으로부터 올라온 마그마 등으로 데워진 암

의 용출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반이 있다. 이곳이 라인지구대인데 EGS는 땅밑 뜨거운 암반까지

포항 지열발전소는 1MW급 프로젝트다. 2010년 시작된 이 사업

구멍을 뚫어 물을 넣은 후 암반에서 뜨겁게 달궈 증기상태로 뽑아

은 2012년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착공해 직경 20cm, 깊이

올려 터빈을 사용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4.3km 시추공 두 개를 확보하고 2개 시추공 사이로 물이 흐를 수

라인지구대는 4,500만 년 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비교적 젊은 단

있도록 수리자극 과정을 앞두고 9월 18일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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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5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하 3km를 시추해 온도

GPK1에서 삽입된 물의 온도는 65℃ 가량이다. 삽입된 물은 열기

스위스 바젤 지열 발전소,

가 100℃ 가량인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며

를 품은 화강암 암반층에 도달한다. 삽입된 물이 최초로 만나는 화

수리자극으로 인한 지진 진도 2.7~3.4 가량

시추공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1MW급 EGS 방식의 지열발전소를

강암 암반층은 지하 2.8km~3.5km에 있다. 이 암반층은 GPK1와

EGS 지열 발전소가 일으키는 수리자극은 미세지진의 원인으로

지을 계획이다.

GPK2의 지하에 존재하는데 GPK2의 지하엔 3.2km~3.6km로 더

분석되고 있다. 스위스 바젤의 EGS 지열발전소가 일으키는 미세

포항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신생대에 생겨난 지형이다. 젊

깊어진다. GPK1의 삽입구와 GPK2의 용출구 사이 거리는 450m

지진이 대표적인 예다.

은 지형이기 때문에 지하에 마그마와 닿은 지하수충이나 암반층

다. 이 암반층을 통과한 물은 용출될 때 142℃의 온도를 지닌 증기

스위스 바젤에선 민간 혹은 공공 주도의 EGS 지열발전소가 여러

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 변한다. 142℃의 증기는 지열발전에 경제성 있는 온도는 아니

개 있다. 2006년 12월 2~8일 사이 총 1만1500㎥의 물이 클라인위

지만 5km까지 파고 들어갈 때 200℃의 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희

닝겐 지하 5km 깊이의 입수공에 높은 압력으로 주입됐다.

프랑스 솔트 지열발전소, 물 회수공 두 곳 뚫어 미세지진 줄여

망을 안겨줬다.

이 곳엔 총 6개의 시추공이 있고 지하 0.317~2.740km 깊이에 정밀

프랑스 솔트 지열발전소는 솔트수포레와 쿠젠하우젠 사이에 위

GPK1,2에서의 실험을 통해 다량의 뜨거운 염분을 포함한 증기가

한 센서가 심어져 있다. 입수공에 물이 주입되는 단계에서 1만500

치해 있다. 500m 간격으로 시추공 5개를 뚤었다. EPS1 시추공

일정한 온도로 안정적으로 회수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 실험

개의 미세지진(seismic events)이 감지됐다. 미세지진은 분명 입수

은 2.2km의 깊이며 GPK1 3.6km, GPK2와 GPK3 5.1km, GPK4

에서 증기는 주입된 양의 30%에 불과했다.

공의 물 주입과 관계가 있었다. 물 흐름을 증가시키거나 입수공의

5.260km 깊이다.

프랑스 솔트 지열발전소는 GPK1, 2의 실험이 끝난 후 GPK3와

압력을 증가시킬때마다 미세지진이 점차 증가했다.

이 가운데 GPK1과 GPK3는 물을 짚어 넣는 곳이다. GPK2와 GPK4

GPK4를 추가로 시추했다. GPK3,4는 각각 5.1km, 5.26km의 깊

물 주입이 끝난 12월 8일 아침, 29.6MPa의 압력으로 초당 50리터

는 물을 회수하는 곳이다.

이를 가져 200℃ 온도의 물 회수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다. 물은

의 물이 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날 저녁 규모 각각 2.7와 3.4의

이들 지하엔 마그마 등으로 데워진 화강암 암반층이 자리 잡고 있

GPK3에서 주입됐고 GPK2와 GPK4에서 회수됐다.

지진이 두 번 발생했다.

바젤의 수백개의 빌딩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 갈라짐 현상과

다. 단단한 화강암 층은 퇴적암 혹은 퇴적층 속에 있다. 화강암까

프랑스 솔트 지열발전소가 GPK2,3,4를 추가로 진행한 이유는 열

다음날 입수공을 열어 주입된 물의 3분의 1을 회수하자 미세지진

경첩 등 연결부위의 페인트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 여러 개의 시추공을 뚫고 한쪽 시추공에선 물을 주입하고 다른

수 회수 외 또 있다. 바로 인공지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일어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

과학자들은 바젤 사례를 연구 결과 물 주입이 정지된 후 2개월 후

시추공에서 물을 뽑아낸다.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물이 지층에

최초 GPK1, 2 실험을 진행했을 때 땅속에서 미세한 떨림, 미세지진

었다. 그로부터 향후 2년간 산발적인 미세지진이 발생했다.

강한 미세지진이 올 수 있으며 수압으로 인한 지반 파쇄보다 화강

자극을 주는데 이를 ‘수리자극’이라고 한다.

이 감지됐다. 주입된 물이 주변 지형을 적셔 연약지반을 만들기도

바젤 지역 지열 발전소의 수리자극을 인한 지진은 1~3초 간 진행

암 열원이나 지하수 등 지열 발전을 가능케하는 저장지(reservoir)

물을 삽입하는 GPK1엔 부식시험시설, 재주입 펌프, 필터 등이 지

했고 암반을 의도치 않게 침식했기 때문이다.

되고 종종 ‘빵’하는 폭음이 동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바젤

를 자극한데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요컨대 물 주입보

상에 설치돼 있다. GPK1 지하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 펌프

GPK1,2와 달리 GPK2,3,4 실험은 GPK3에서 삽입한 물을 GPK2,3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 충분했다. 목재로 만든 건축기자

다는 주위의 지질학적인 스트레스(ambient tectonic stress)가 미

가 자리잡고 있다. GPK2엔 열 교환기와 전처리 필터가 지상에 설

두 곳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미세지진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

재가 금이 가고 창문과 문이 삐걱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어긋났다.

세지진의 원인이 되는 셈이다.

치돼 있다. GPK1과 GPK2 사이엔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 인근엔 냉

을 발견했다.

프랑스 솔트 지열발전소_원 표시

각 펌프가 있다.

솔트수포레의 진입로

포항지진, 일본 열도 지진서 온 지질학적 스트레스 탓
포항지진은 지진 규모가 5.4와 4.6에 이르고 진도 2.0의 여진이 수 십 차례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포항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동일본
대지진과 규수 대지진으로 인해 한반도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추론이 힘 있어 보인다. 포항지진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한창 진행 중이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직접 영향이 있는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분명한 건 포항 지진과 포항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이 논란이 됐다는 점은 한국 과학사에 남을 일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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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소식

1

주유소 사업자 대상 전국순회교육 실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 이하 석유관리원)이 주유소의 서

4

5

창립 34주년 맞아
‘비전 2025’ 선포

농가에 면세유를 가짜 석유로 판매한
주유소 대거 적발

비스 품질개선과 가짜 석유 근절 등을 위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

석유관리원이 창립 34

석유관리원이 국립농산

주년을 맞아 설립 의미

물품질관리원, 아산경

를 되새기고 석유산업

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

동으로 농가에서 사용

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하는 농업기계에 가짜

방향을 정립하는 ‘비전

경유 등을 면세유로 불

2025’ 선포식을 11월

법 판매한 주유소 18곳

14일 본사 사랑나눔터에서 개최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날 비전 달성을 위

을 대거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21일 석유관리원과 농

해 수립한 ▲안전하고 투명한 석유시장 실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

관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 협업체

소통과 상생기반의 공유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이라는 4

계를 구축한 이후 최초의 성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

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전략과제, 34개 실행과제를 발표하고, 비전 달성을

사장은 “협업의 힘으로 검사 사각지대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으로 ‘2017년 전국 주유소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주유소 경영전략과 전망 ▲주유소 업계
현안사항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주
유시설 전문가, 에너지 분야 언론인, 주유소협회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했다.
2

충북대와 관학협력협약 체결
석유관리원과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손
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는 9월 14일 충북 청주
시 소재연구소 회의실에서 충북대 공동실험실습관과 관학협력협
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

6

7

몽골 석유공무원 대상 시험실무 집중 교육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여하기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서에는 ▲보유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공동 활용 ▲첨단 기기분석 기술 및 정보 교환 ▲산업체 지원을 위
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석유관리원이 한국을

석유관리원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

방문한 몽골 석유담당

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

험분석 실무에 대한 집

공기관 및 기업 중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중 교육을 실시했다.

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업무효

석유관리원이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11월 15일부터 29일

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삶의 균형을 위한 가

워크숍을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남 거제 대명콘

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

족친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도입하여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나

도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 공무

은 한국형 석유관리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

따라 이뤄졌다. 이는 올해 4월 석유관리원과 몽골광물석유청간 체결한 기

석유산업 정책동향 및 석유사업법 개정내용 ▲가짜 석유 단속 사

술협력 MOU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몽골 광물석유청 중

례 ▲ 송유관 도유 단속 사례 등 단속 착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안

앙시험실 시험원은 총 6명으로 이들은 한국의 석유제품 시험분석 체계 등

전한 석유시장 확립을 위한 협업 및 실무능력향상에 대한 논의 등

의 교육을 받았다.

3

경찰 대상 석유불법유통 근절 워크숍 개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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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도 하고, 김장김치도 나누고’
석유관리원의 다양한 이웃사랑 실천

가짜 석유 판매 원천봉쇄로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수상

나눔을 통해 전달한
희망의 메시지
석유관리원은 혈액 부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나눔
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생명나눔 헌
혈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석유관
석유관리원이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국민공감 고객만족우수 공공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리원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생명존중과 나눔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근절을 위해 검사기법과 정보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을 실천했다.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웃사

가운데,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거나 피해를 당하고도 대처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헌혈 행사를 벌여

전국 각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비자 차량연료의 품질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무상으로 분석해주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와 차량 고장의 원인이 가짜 석유로 의심될 경우 정비소에서 차량연료 품질적합 여부를 무상으로 분석해주는
‘소비자연료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발표된 ‘2016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에서도 S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꼽혔다. 또 경영평가 우수기관(A등급)이자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김장 나눔

건강과 화합의 장, 추계 체육행사

석유관리원의 ‘오일천사’ 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김장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날 봉사활동에서는 직원들이 ‘만원의 행복’을 통
해 매월 1만 원씩 기부해 모은 재원으로 직접 김
치를 담가 성남시 소재 ‘정성노인의 집’에 전달했
다. 한편 오일천사 봉사단은 정성노인의 집과 지
난 2007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10년간 꾸준히 봉
사활동을 펼쳐왔다.

11월 11일, 석유관리원에서 2017년 추계 체육행사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임직원이 한 곳에 모이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기에 부서별 부분합동으로 진행됐다. 편성된 팀별로 가까운 산을 찾아가 오르며 임직원 간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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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나라 여행

숨이 턱턱 막혀오는 라파스

지구 반대편에서 만나는 새로움

라파스에서 리마까지
‘남미 여행기’

라파스는 해발 약 4,000m 분지에 형성된 볼리비아 최대 도시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가 고산병에 걸린다. 여행 전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길러뒀는데도 공항에서 나오니 고산병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Peru
Lima

시내에는 강남대로 만큼 차가 많이 다녔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서일까.
공급되는 석유의 품질 기준이 낮아서일까. 차들은 검은 매연을 뿜고 다녔

남미 항공권 특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친한 동기인 사업관리처 검사총괄팀
한일선 대리에게 남미여행을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는 단번에

Bolivia
La Paz

다. 한국과 다르게 몇 걸음 걷는데도 숨이 차오르는데 코가 따가워서 숨을
편하게 쉴 수 없으니 고산병이 더 심해졌다.

승낙했다. 왕복 항공권이 무려 38만 원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마요르 광장, 마녀시장 등 시내주요 관광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두

처음에는 피싱 사이트에 잘못 접속한 걸로 오해했고, 예약한 이후에는 진짜
비행기표를 구입한 게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다행히 비행기는 제시간에

통이 심해졌고 빨리 침대에 머리를 맡기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다. 반면 한

이륙했고 우리는 남미 땅에 닿을 수 있었다.

일선 대리는 아주 말짱한 얼굴로 여기저기 구경하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글. 사진. 대구경북본부 검사1팀 한우창 대리

우리는 서둘러 시내를 벗어나 외곽에 있는 달의 계곡으로 이동했다. 달의
표면과 닮아 이름 붙여진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다. 한 대리도 연신 사진을
찍는 걸 보니 마음에 들어 하는 모양이었다. 사실 먼 곳까지 데려왔는데 볼
거리가 시원찮았으면 어쩌나 싶던 와중에 다행이었다.
같이 여행을 다니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했다.
말도 정말 많은 투 머치 토커(too much talker)였다. 어딜 가나 바쁘게 전경
을 찍었고 현지인과 끊임없이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의 소통능력 덕분에 현
지인에게 인기가 있는 식당을 쉽게 소개받았다.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인 줄
알았던 그에게서 생각지 못한 면을 보게 되는 계기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행의 예상치 못한 면을 보게 되는 것도 또다른 여행의 묘미지 않을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우유니
우유니에는 많은 여행자의 버킷리스트로 손꼽히는 소금 사막이 있다. 새하
얀 대지로도 충분히 경이로운 광경이지만 우기를 만나면 절경을 뽐낸다. 물
이 고여 얕고 거대한 호수를 형성하는데 호수가 하늘의 풍경을 거울처럼 담
아낸다. 아쉽게도 우리가 도착했을 땐 건기가 끝나가는 10월이라 물이 고
여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큰 기대 없이 모두들 가는 곳이니 가봐야
겠다는 생각으로 우유니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정말 좋다는 말밖에 나오
지 않았다. 눈 호강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배경이 좋아서 사진을 아무렇게
나 찍어도 화보처럼 나왔다. 한 대리는 물 만난 고기 마냥 연신 셔터를 누르
며 ‘인생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후 일몰 투어, 새벽 일출 투어, 프라
이빗 투어 등 다양한 투어 상품도 있었다. 우리는 일출을 보고 싶다는 생각
에 새벽 일출 투어를 신청했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과 은하수, 별
라파즈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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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별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빛을 뿜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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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잉카 문명의 중심지 쿠스코
잉카어로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을 가진 쿠스코는 잉카의 수도였
던 곳이다. 쿠스코와 그 인근지역은 잉카문명의 흔적이 진하게 남
아 있어 항상 여행자들로 북적인다. 아르마스 광장은 한가운데
분수를 중심으로 유럽풍의 아케이드가 둘러싸고 있었다. 과하지
도 부족하지도 않은 조경과 벤치들이 여행자들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했다.
광장 중앙의 분수위에 잉카왕의 동상이 있고 길 건너에 대성당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점이다. 성당에 비해 동
상은 외소해보이기까지 하는데 얼핏 1,500년대의 토착문명과 외
래문명간의 대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 대리가 성
당 내부로 들어가 보자고 했다. 성당 내부는 여느 유럽에 있는 성
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곳만의 독특함이 있었다. 그 독특함
은 잉카 원주민을 닮은 검은 피부의 예수상과 페루의 전통음식인
꾸이(기니피그 구이)가 그려진 최후의 만찬 그림이었다. 현지문화
에 동화된 가톨릭교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2

3

5

6

1 볼리비아 우유니소금 사막에서 기념촬영

신비롭고 평화로운 일출 마추픽추

추에는 분명 동양인도 많았지만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 것 같

여행 한번 다녀오려면 돈이나 시간 등 드는 품이 만만치 않다. 하

2 아침 안개와 빛을 동시에 머금어 신비로운 마추픽추

마추픽추로 가려면 일찍 나서야 했다. 새벽 4시 반인데도 버스정

았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동양인과 서양인이 극명히 대비된다.

지만 되도록이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마음껏 다니고 싶다. 여행을

4 우유니 소금사막 프라이빗 투어

류장에는 시작 지점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관

동양인은 주로 캐리어와 깔끔한 차림에 관광 목적으로 오는 느낌

다녀오고서 진로가 바뀌었다거나 가치관이 달라졌다거나 하진 않

5 와카치나 버기투어

광객 자체가 많거니와 마추픽추의 일출 광경을 함께 사람이 많기

이라면 서양인은 큰 배낭을 메고 아무렇게나 입은 옷차림에 수염

았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곳들도 있다는 걸 직접

때문이다. 마추픽추 입구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고 이른 아침이라

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사소한 건 신경 쓰지 않는 탐험의 느낌이

느낄 수 있었다. 새롭게 보고 배울만한 것들은 세계 곳곳에 무수히

한숨 잘 만도한데 설렘이 가득해서 그럴까. 버스에는 자는 사람 없

강하다.

많다. 한 번뿐인 인생, 우물 안에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간신히 시간을 맞춰 마추픽추에 올라섰고 산봉우리에서 구름 사

남미 여행의 종착지 리마

후일담

이를 뚫고 빛을 뿜어내는 일출을 볼 수 있었다. 일출의 빛을 받고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리마였다. 리마에서는 특별한 일정을 짜

회사 일이 그렇다보니 여행 중에도 주유소는 신기하리만큼 눈에

있는 마추픽추를 보며 여러 심경을 느꼈다. 교과서로만 보던 유적

지 않았다. 그냥 여행을 마무리 하는 기분으로 발길이 닿는 곳에

쏙쏙 들어왔다. 버스를 기다리던 중 주유소가 바로 옆에 있어 구경

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신기했다. 아침 안개와 빛을 동시

편하게 돌아다니자는 생각이었다. 센트럴 공원에서 호세 라르코

을 갔다. 기본적으로 갤런(1갤런은 약 3.8리터) 단위로 판매하고

에 머금은 마추픽추가 신비로웠다.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라마

거리를 걸었다. 많은 사람이 줄서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했다.

휘발유를 품질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었다. 도시는 총 4등급

를 보니 평화롭기까지 했다.

한 대리가 가고 싶어 했던 라르코마르라는 현대적인 쇼핑몰도 둘

으로 나누어 판매하지만 시골에 가면 두 가지 등급만 판매했다. 경

마추픽추 맞은편에 있는 와이나픽추도 오르기로 했다. 1시간가량

러보았다. 바다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페루의 명동거리라 불리

제수준이 높지 않다보니 일반적으로 페루사람들은 낮은 품질의

소요되는 코스인데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라 몇 번을 쉬며 올라갔

는 라 우니온 거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숙소로 돌아오

연료를 사용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높은 품질을 사용한다.

다. 와이나픽추를 오르는 사람은 대부분은 서양인이었다. 마추픽

는 길에 맥주와 간식거리를 사들고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래야 연소가 잘돼 고산지대에서도 힘을 낼 수 있다고 한다.

3 비니쿤카 정상

6 페루전통음식 기니피그 구이

1

34

이 시끌벅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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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누림서비스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
고객지원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석유제품 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송산포도휴게소에서는

매서운 바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기존의 품질점검 서비스에 비해 단촐한 인원이지만 고객지원팀

“지난해 봄부터 이곳에 매주 나오다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띵동~! 하는 알림과 함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뜬다. “한국석

6명 중 오늘은 3명이 나왔으니 절반이 투입된 셈이다. 고객지원팀

계세요. 초기에는 차량마다 돌아다니며 서비스 홍보를 했는데, 차

유관리원입니다.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에 의뢰한 시료는 품

은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의 주관부서인 만큼 팀원들 모두 일

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아본 분들 중에는 일부러 저희를 찾

질적합임을 알려드립니다.”

당백의 자세로 서비스를 펼치기 시작했다.

아오시는 분들까지 계시니까요(웃음).”

내 차에 주유한 연료가 불법 가짜 석유가 아닌 정품 석유임을 알려

이동시험실 차량의 자리를 잡고, 시료채취 장비며 홍보물과 고객

배세연 과장은 상설 서비스 덕분에 석유관리원과 관리원의 사업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요원들이다.

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은품을 챙긴다. 아직은 본격적인 겨울이 아니라 몸이 움츠러들

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한다.

서비스를 주관했던 고객지원팀이 올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 홍보와 사회공헌 활동을 겸해 무상으로 진

지는 않지만, 도로에 인접한 탓에 바람만큼은 거세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열정을 불태운

행하고 있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지난해부터 송산포도휴게

“바람 때문에 풍선은 펼칠 수 없을 거 같은데⋯.”

고객에게 한층 가까워진 한국석유관리원

현장으로 달려가 보자.

소에서 매주 2차례 상설 운영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위해 11월 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풍선을 펼칠 수는 없지만, 큰 문

거센 바람을 헤치며 시료 채취 장비를 끌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느날 고객지원팀이 출동했다. 오늘 서비스를 펼칠 사람들은 배세

제는 되지 않았다. 곧 있으면 만 2년을 꽉 채우는 서비스인 만큼 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나왔습니다.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받

연 과장, 이석봉 과장, 홍주형 대리, 그리고 지원을 나온 한국석유관

곳을 일상적으로 지나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상설 서비스를 알 만

아보시겠어요? 1분이면 됩니다.”

리원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의 마당발 전승희 사원까지 총 4명.

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다가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석유제품의 품질을 감시하는
만만찮은 사람들이 출동한다.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 품질 좋은 석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는 친절히,
가짜 석유 업자에게는 매섭게 다가가는

글. 유현경 사진.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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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한데, 석유는 혼합물이 수백 가지라서 한 가지 성분을 구분해내

첫해에 비해 가짜 석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서

는 것만으로는 가짜 석유 여부 판별이 정확하지 않아요. 자동차 연

비스가 그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료에 대해 궁금하실 때는 저희 석유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

서비스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오후 시간. 석유 냄새가

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가득한 이동분석 차량 안에서는 홍주형 대리가 분주하게 시험분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를 주관하는 팀이어서일까. 고객지원팀

석을 서두른다. 고객들에게 약속된 시간까지 시험분석 결과를 통

은 총 173회로 계획된 서비스 일정에 다수의 본부와 본사 팀들이

보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사이 또 한명의 고객이 이동분석 차

참여하지만 항상 차질 없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

량을 찾아왔다.

경을 기울인다. 시험분석 담당인 홍주형 대리는 거의 매주 이곳으

“제 차도 검사하고 싶은데요!”

로 출근했다고 한다.

고객의 부름에 다시 한번 장비를 갖추고 이동하는 배세연 과장과

“올해부터 본사 팀들도 상설서비스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시험

이석봉 과장. 그들의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인력이 없는 팀이 올 때는 제가 함께 와서 시험분석을 했어요. 올

2017년에는 11월 29일로 마감하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이

해만 50여 차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조금 긴장했던 처음과

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 국민이 안심하고 품질좋은 석유제품

달리 고객을 응대하는 데도, 또 시험을 하는데도 이제 능숙해졌답

을 소비하는 데 꼭 필요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는 내년에도

니다(웃음).”

계속된다. 물론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이동서비스 차량을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석 차량 안으로 들
어와서 장비 하나하나를 구경하는 분들도 있다며 고객에게 더욱
가까워진 석유관리원의 모습도 실감한다. 매주 거르지 않고 서비
스를 시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석유관리원 직원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무료로 알려준다는데

이 현장을 통해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한번 해봐야죠.”

것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가 올해
도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특히 송산포도휴게소에서 상설서비

“전부터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내 생업을 책임지는 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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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팀 정광영 팀장

스를 진행하면서 대내외에 우리 관리원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

중요하잖아.”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내가 검사한 게 올해만 3번째일 걸. 지금까지 이상은 없었지만 수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송산포도휴게소에서 상설 진행되고 있

시로 해봐야 지.”

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는 올 한 해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

더 뜻 깊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2년여 간 서비스가 석유제품에 대해 궁금했던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석
유제품의 품질을 지켜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어려운 여건에

행선지도, 싣고 있는 화물도 제각각이지만 새벽부터 출발해서 하

다. 지난 7월에 가짜 석유로 의심되는 시료를 이곳에서 채취해, 가

도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를 바쁘게 사는 운전자들은 내 차의 연료에 대해 궁금증을 풀 수

짜 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

있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하나 같이 반겼다.

“이곳에서 저희 서비스를 받은 차량에서 가짜 석유로 의심되는 것

“시료를 채취하는 중에도 고객분들은 차량 연료에 대해 질문하시

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해당 주유소를 점검했고, 가짜

곤 해요. 평소 연료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석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료를 제공한 해

고객들의 반응을 전하는 이석봉 과장은 많은 고객들이 육안으로

당 운전자 분은 200만원의 포상금까지 받으셨고요.”

가짜를 판별하는 방법을 묻지만, 석유제품의 특성상 장비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건, 일 년 173회의 서비스 기간 동안 수천 건의 시료

시험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며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남긴다.

를 검사해 적발해낸 가짜 석유. 이들이 매주 밖에 나와서 애쓰는 것

“최근 교통안전공단과 조폐공사가 개발해낸 간이 시험키트도 있

에 비해서는 작은 성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설서비스가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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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해는 수도권 인접 4개 본부뿐 아니라 본사팀들도 서비스에 참여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진행하려 노력
중입니다. 우리 국토를 지키는 군의 군유류 점검과 취
약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대한 서비스로 확대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이 석유제품
을 소비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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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터의 가치

구좌
농협
주유소

“고맙수다양. 맹심해 가십서”
한여름 피서객들이 떠난 제주 바다는 한적하다. 그러나 구좌농협주유소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말소리로 북적인다. 일반적으로 주유소가 북적인

“품질인증협약은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다고 하면 주유 기계 앞에 줄지은 차의 긴 행렬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
곳은 조금 다르다. 주유 기계가 아닌 사무실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요즘 농기계 신고 기간이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농기계 신고를 이곳에 와
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면세유 배정을 받지 못하니까요.”
구좌농협주유소의 부두정 소장은 기간 내에 신고하는 걸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봐 해당 농민 1,293명의 집집마다 안내문을 보냈다. 검게
그을린 농민들의 손에 들린 종이가 바로 그것이다.

제주도 북동쪽 해안가를 쭉 달리다 보면 나오는 평범한
주유소 하나. 세화해변과 비자림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언제옵띠강. 맹심해 가십서.” 신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농민에게 그가 살갑게 인사한다. “언
제 오셨어요. 조심해서 가십시오”라는 뜻이란다. 아무리 귀 기울여도 알아듣기 힘든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칠까 봐 흔한 배너 하나도 설치하

방언도 한 번에 알아듣는다. 알고 보니 그는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 하지만 그의 세대만 해

지 않았다는 조금은 독특한, 작위적인 서비스나 관광객을

도 심한 제주 방언은 사용하지 않는다.

울게 하는 바가지 대신 따뜻한 사람들이 나누는 소박한

“우리는 한 번 보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들러 콩나물 만드는 콩을 검사·적재

정이 있는 곳, 구좌농협주유소에 다녀왔다.

하고, 농협과 상인에게 대신 팔아서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콩 수매 작업도 우리 몫이거든

글. 김나라 사진. 김희진

요. 그러니까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죠. 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금물이에요. 도리어 상대를 불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곳을 마치 동네 사랑방처럼 드나든다. 때마침 한 어르신이 기름통을
들고 찾아오자 직원이 얼른 뛰어가서 “보일러 기름 필요하시죠?”라며 통을 받아든다. 그동안
어르신은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신다. 사무실 밖에도 커피 기계가 한 대 더 있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마시는 커피를 더 좋아한다고. “출출하다는 분들에게는 건빵도 드리거든
요. 물론 원하시는 분들에게 만요(웃음).”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서비스’다.

소비자의 가장 확실한 신뢰를 얻는 방법, 품질인증협약
구좌농협주유소는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품질인증협약을 체결했다. 주변 경
관을 헤칠까봐 배너나 홍보용 풍선 인형도 세워 두지 않았지만, 품질인증 주유소 현수막과
명패만은 걸어두었다.
“우리가 아무리 정품을 제공한다고 해도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정품 기름을 쓴다는 마크는 가장
확실한 신뢰를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시선에 따라서는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자격요건도 그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감수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더 많은 곳에서 품질인증협약 마크를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제주도에는 총 206개의 주유소가 있지만 품질인증협약을 맺은
주유소는 19개뿐이다. 그중 구좌읍 내 9개 주유소 중에는 이곳만이 한국석유관리원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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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가짜 석유 유통조직

약을 체결했다.
“중장비차 운전자들이 불량 기름을 썼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예민해요. 품질인증

“꼼짝 마!”

마크를 보고 이게 뭐냐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분들도 그분들이죠. 설명해주면 다음번에 와
서 역시 좋은 기름은 다른 것 같다고 말하거든요. 좋은 기름은 고객이 먼저 알아본다는 걸
널리 홍보하면 분명 더 많은 곳에서 품질인증협약을 체결할 거예요.”
지난 4월 제주에서는 물 섞인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차량 10여 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
생했다. 물탱크 노후가 원인이었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자체 검사와 함께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시스템이 도입되니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가끔은 불시에 이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혐의로 체포합니다.” 무려 3년간 1천억 원대 가짜경유를 제조 및 유통시킨 조직이 한국
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결찰청의 공조 끝에 마침내 적발됐다. 이들은 신종수법을 이용하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루어지는 검문이 부담될 때는 없을까? 조심스레 물어보니 부두정 소장이 환하게 웃는다.

글. 홍성민

“불시에 검문을 하든지 날짜를 정해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건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소
탈한 대답 속에 대단한 자신감이 엿보인다.

가짜경유를 제조 및 유통시킨 거대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이들은 석
유중간제품을 혼합하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했다. 경유와 성상이 유

TIP

사한 석유중간제품을 주원료로 쓰고, 여기에 가짜경유를 섞어 제조

경쟁보다는 사람이 우선

제주 구좌농협주유소에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고운 모래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세화 해변
제주올레 20코스를 걷다
보면 세화 민속오일장이
열리는 장터와 해녀박물관
사이에 작은 해변 하나를
만날 수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에메랄드 빛 바다와 고운
흰모래, 검은 현무암이 빛과
색의 하모니를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제주해녀박물관’이 있고, 토요일
오전엔 제주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프리마켓 ‘벨롱장’이 열리고 있으니
문화체험을 하기에도 좋다.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명원가든
구좌 농협 주유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명원가든은 제주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다.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이 많이 찾는
곳으로 식당에서 들려오는
제주 방언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원산지가 제주산과 국내산인
식재료만 쓰기 때문에 건강한 한 끼를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특히
성산포항이 가까이 있는 만큼 싱싱한
갈치로 만든 갈치조림이 일품이다.

하는 방식은 기존에 없던 신종수법이었다. 석유중간제품이란 원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곳이요.”

를 정제하여 생산된 것으로, 사용목적에 맞는 첨가제 등을 혼합해 완

그는 구좌농협주유소가 ‘고객’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 이유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들은 이 점에 주목했다.

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날 사무실로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여행

이들 조직이 유통시킨 석유중간제품은 소량의 정상경유를 혼합하

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픈데 주변에 아는 곳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무작정 눈에 보

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혼합된 가짜 석유는 자동차용경유의 품질기준과 유사하게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시험방

이는 주유소로 들어온 것이다. 부두정 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약국으로 안내한 뒤, 어머
니가 사무실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왔다.

법으로는 가짜 석유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
이들의 범행은 실로 치밀했다. 우선 폐유정제업체 A사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B정유사로부터 경유유분에 해당하는 석유중간제
품을 구입했다. 이후 안성과 천안 등에 가짜 석유 제조장을 마련하고 가짜경유를 조직적으로 제조했다. 이후 2012년 8월부터

“당장은 아니라도 누구든지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015년 10월까지 약 3년간 7,390만 리터를 제조, 대전 등 전국 36개 주유소로 유통시켜왔다.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것. 그래서 2011년, 구좌농협주유소는 개업과 동시에 제주도

이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용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석

에서 기름 값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기사에 났다. 기름 값이 폭등하던 2015년에도 마찬가지
였다. 비결은 의외로 소박했다.
“마진을 적게 내는 거죠. 이곳은 단지 기름만 파는 곳이 아니라 농민 생활 전반에 편리를 제

유관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격으로 제품 공급을 요청한 것. 이들은 A정유사에게 산업용 용제를 제조해 납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구입한 석유중간제품을 가짜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도 결탁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언뜻 정상적으로 정제유를 생산하여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일

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당이 이렇게 유통시킨 가짜경유는 시가로 약 1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50리터 주유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 승용차 147만 6천대

이 대답을 들은 한국석유관리원 김성민 부장이 넌지시 입을 연다.

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 정상유통 경로가 아닌 불법유통을 통해 390억 원의 세금까지 탈루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각 주유소 규모마다 필요한 인력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건비나 여러 이유로 규모에 맞는

이번 대규모 조직 적발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 석유를 막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2년부터 가
짜 석유의 주원료인 용제에 대한 집중 관리를 펴, 가짜휘발유 유통을 거의 근절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한국석유관리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죠. 그런데 이곳은 인력이 충분해서 언제 찾아가도 쾌활한 분위

원은 석유중간제품도 원료로 사용할 가능성을 두고 꾸준히 조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B정유사가 A사에 특정규격으

기를 느낄 수 있어요.”

로 제조한 석유중간제품을 지속적으로 대량 판매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이곳은 원래 7명이었던 직원 수에서 2명을 더 고용했다. 일손이 적으면 노동 강도가 높아질

이후 B정유사에서 제조된 석유중간제품의 주요성상과 제조공정 등에 대한 심층 조사부터 저장시설, 제품 출하내역 조사, 운송차

수밖에 없고 직원에게 휴일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량 추적조사, 관련업체 빅데이터 분석까지 4년여 간의 끈질긴 추적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제품 저장시설, 가짜 석유 판매 주
유소, 정제유로 정상 유통시킨 것으로 위장하기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업체까지 모두 적발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이곳과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모두 오래 일한다. 숙련된 직원들이

토대로 수사기관은 원료공급 총책 C씨, 유통 및 보관 총책 D씨 등 총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베푸는 서비스는 곧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단골

자동차에 맞게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가짜경유를 사용할 경우 불완전연소로 인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긍정적인 연쇄작용은 모두 사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고 시동이 꺼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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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꼼짝 마!”
가짜 잡는 진짜 인재들을 만나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들
김동길 본부장이 대전충남본부로 부임한 것은 작년 1월이다. 본부장으로서 그의 목
표는 분명했다. 대전충남본부를 상위권 본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
서 그는 개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두 번씩 워크숍과 세미나
를 진행했어요. 꼭 업무와 관련된 것을 주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전공 분야에서 인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문학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직원들이 그간 상당히 많은 발표를 했어요. 이
런 정기적인 지식 나눔의 장은 이공계 전공자들이 가질 수 있는 편협한 사고를 확장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봐요. 또한 직원들이 개인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동길 본부장의 바람대로 대전충남본부는 지난해 상위권 본부로서 당당히 이름

김동길 본부장

을 올렸다. 올해 실적도 꽤 좋은 편. 대전충남본부는 현재 본사에서 내려온 4분기 실
적 목표를 조기 달성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위권 본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듣자 하니, 전국 10개의 지역 본부에서 진행되는 업무들은 별 차이
가 없는 듯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실적을 좌우하는 걸까.
“지역 본부의 일이란 게 사실 단순해요. 본사가 정한 품질, 유통, 검사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본부마다 주어진 기본 업무는 같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많
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의 차이가 곧 실적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실적과 관계된 중요한 업무가 바로 품질 검사다. 품질 검사는 관할 구역
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 흐름이지만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그 많은
주유소를 무작정 찾아가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 그렇기에 김동길 본부장은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발로 뛰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노동력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적은 인력, 예산을 투입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
합니다. 첨단 장비나 정보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
템을 통해 생산한 자료와 사업자 간 관계 정보, 유관 정보 등을 종합한 빅데이터 분
석과 감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런 시도들이 계속된다면 가짜 석유 유
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전충남본부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인공지능이다’라는 답변을
대전충남 지역은 영호남으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다. 그만큼 가짜 석유 제품 유통 경로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짜를 잡는 탁월한 안목과 능력을 겸비한 이들이 있는 한 어림없는 일. 밤낮없이 관할 구역을 돌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를 찾았다.

글. 권경아 사진. 이용규

내놓는다. 갈수록 가짜 석유 제조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판매 수법 역시 점점 지
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김동길 본부장은 “앞으로 가짜 석유 불
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진일보한 기술과 역량 있는 인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다. 대전충남본부는 이를 대비한 준비들을 나름 잘 해나가고 있다며 자평했다. 아울
러 “더욱 분발해 한국석유관리원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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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장비나 정보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통해 생산한 자료와
사업자 간 관계 정보, 유관 정보 등을 종합한 빅데이터
분석과 감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런
시도들이 계속된다면 가짜 석유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사1팀

적발의 정석을 보여주다
지역 본부에서는 보통 1년에 50개의 주유소를 적발해야 한다. 강경선 팀장은 “이 실적이란
필사의 노력과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주유소에 가서 일반적인 품질 검사를 하다가 가짜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 정말 재수가 좋
은 거예요. 가짜 하나를 잡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잠복하는 건 예사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불법 현장을 적발하려면 잠복은 기본이고 밤을 새울 때도 많아요. 미행해야 할 때도
있고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일이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한 본부에서는 비상이 걸린다.

Mini interview

1등 본부를 향해 정진
하겠습니다
“재목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할 일은 이 재목
들이 활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불꽃만 당겨주면 된
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1등 본부가 되겠다는 확실
한 목표가 있잖아요. 누구도

다행히 대전충남본부는 목표 실적을 다 채우고도 남았다. 그 비결이 궁금했다.

열외 없이 이 목표를 향해

“타 본부보다 일찍 실적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재목이 좋았기 때문이죠. 적발에 대해서는

달려가도록 최선을 다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앞에서 끌어주고 밑에 직원

겁니다.”

들은 또 잘 따라주니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다들 알아서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서
올 한해 전 신경 쓸 일도 없고 힘든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야말로 제겐 행복한 한해 였어요
(웃음).”

강경선

올 연말을 적발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보내게 돼 행복하다며 미소 짓는 강경선 팀장. 그

팀장

렇다고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년에 더욱 상향 조정될 실적을 채워야할 테니. 하
지만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할 것이기에 절대 두렵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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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적발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마음에 여유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이란 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면 꼭 문제가 생

한국석유관리원에 입사한 지 올해로 27년째라는 문기상 팀장. 팀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
오자 금세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의 말과 눈빛에서 후배들을 향한 무한 애정이 전해졌다.

겨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게 되고 일에 지장을 주

그는 팀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자유를 주려고 노력한다.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게 하

게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팀원들이 마음의 여유를

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고 그 일을 해내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잃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
습니다.”

싶어서다.
“억압된 분위기에서 지시만 하다 보면 불만이 쌓이게 되기 마련이죠. 위에서 잘못된 지시
를 하더라도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일하는데 정해진 틀은 없다고 생각

문기상

해요. 어떻게든 문제가 안 되게 잘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려면 서로 다른 생

팀장

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문제 해결도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이런저런 방법으
로 팀을 이끌어본 결과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팀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면 일의 성과는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문기상 팀장. 실제로

시험
분석팀

올해 106억 상당의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한 일당을 적발해 큰 실적을 올렸다. 단속을 시
작해 수사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려 얻은 성과였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성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칠 법도 하지만 과정 자체를 즐기는 팀원들이기에 언제나 활
력이 넘친다.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검사2팀

시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다
검사1, 2팀에 못지않게 시험분석팀의 일과도 빡빡하게 돌아간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팀
원들은 제품에서 채취한 시료를 기계에 돌려 판별해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다
이승우 팀장에게 담당 업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기로 한다.
“무엇보다 규격에 맞게 시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규격 시험이란 게 있

Mini interview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일하겠습니다

으니까요. 자동차 면허시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종은 달라도 코스 시험은 같잖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면 좋죠. 하지만 여기는 직장

아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실험을 해야 해요. A라는 결과가 1이라는 수치가 나온 사람이

이니까 개인의 능력보다는 협업이 중요해요. 서로 부

있고 2라는 수치가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맞는지 검증을 해야 하

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 나갈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거든요. 팀 전체가 늘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잖아요. 이때 어느 기계를 사용하든지 기계값은 항상 같은 결과값을 보여야 해요. 이건 숙

업무를 진행해
행해 나갈 수

련이 달린 문제입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그는 올해 새롭게 추진한 연구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 했다. 주로 가짜 제품들을 좀 더 빨
리 판별해낼 수 있는 일종의 간이 체크 연구에 관한 것들이라고.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
들이 남아있지만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평가했다. 목표했지만 실행에 옮기

이승우
팀장

지 못해 아쉬운 일도 있단다. 시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
했던 것. 내년에는 시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볼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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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의 패기와 열정

검사팀과 시험분석팀의 2017 월드시리즈 챔피언 도전기

팀 스포츠의 묘미는 누가 뭐라 해도 팀웍이 아닐 수 없다. ‘나만 혼자 잘 한다’고 이기기 어렵고 ‘비록 내가 좀
못해도’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 보다는 팀이, 나 보다는 우리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왁자지껄 함성과 함께 연신 방망이를 힘껏 휘두르며, 팀웍과 우정을 다진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막강 팀웍, 스크린 야구로 정점을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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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그들의 2017 월드시리즈 현장을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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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성환 사진. 황원 플랜카드 디자인. 이은정(성우애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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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방망이 오가며 손에 땀 쥐는 경기 펼쳐
처음에는 몸이 안 풀렸는지 “왜 이렇게 안 맞지?”란 탄식이 오가며, 4이닝까지 0:0 팽팽한 균
형을 이어갔다. 공이잘 안 맞으니‘구질이이상하다’거나 ‘오늘 컨디션이안 좋다’는 등 저마다
핑계거리가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이도 잠시, 다들 몸이 풀렸는지 1~2회에 타석에서 헛스윙
을 연발하며 탄식하던 모습이 3타석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하나 둘씩 타격감을 찾아
갔다. 그리고 5회말 마침내 터진 첫 타점. 주동수 본부장의 불방망이한 방에 팽팽했던 ‘0의행
진’에 마침표가 찍혔다. 하지만 아쉽게도 추가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1:0 열정팀의 리드
로 그렇게5회가 종료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6회 초가 되자 패기팀의 침묵하던 방망이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6회
초에 만든 패기팀의 첫 2사 1,3루 찬스! 김용호 팀장의 방망이가 힘차게 돌아가자 관중석에서
는 홈런을 예감한 듯 ‘우와~’하는 커다란 탄성이 스크린야구장에 메아리쳤다. 내야를 벗어난
공은 쭉쭉 뻗어나가며 담장을 넘어갔다. 3점 홈런으로 첫 득점을 장식하며 드디어 역전에 성
공.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이어진 7회에는 패기팀에서 불방망이를 넘어, 불화산이 터졌다. 대량 득점으로 9:1까지 점수
를 벌린 것. 5회 선취점을 내고 앞서가던 열정팀은 그저 상대팀의 연속 득점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8회에도 패기팀은 3점을 추가하여12:1까지달아났다.
없

~
와
!
홈런~

열정팀 vs 패기팀의 한 판 승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전 직원이 출동한 곳은 원주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스크린야구장. 업무에 지친 평일 저녁이지만, 모임 장소에 도착한 이들의 표정에
서는 하나 같이 환한 표정이 묻어난다. 익숙한 듯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의 검사팀과 시험분석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자연스레 오
늘의 결과를 예측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제사보다 젯밥’이라고 했던가, 서로의 호
승심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오늘 뭐먹지?’로 자연스레 이야기가 흘러간다. 저녁 7
시, 끼니도 거르고 분주히 움직였으니 그도 그럴만하다. ‘간식 사러 가자!’ 듣던 중 반가운 말
이 나오자, 모두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바구니 가득 준비한 간식 세팅을 마치니 몸도 마음도 든든, ‘이제 야구 한 번 해볼까!’로 화제
가 급전환되고, 5:5 야구 대결을 위해 팀을 나눴다. 김용호 팀장과 김철환
팀장이 가위바위보로 각자 팀원을 선발했다. 열정팀은 주동수 본부장,
김철환 팀장, 박현규 사원, 한봉구 사원, 장동준 사원, 패기팀은 김용
호 팀장, 김창래 과장, 양춘만 대리, 황용진 사원, 이경민 사원으
로 팀이 나눠졌다. “기왕이면 풀세트로 가자”는 김용호 팀장
의 의견에 따라 9이닝 풀게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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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팀의입장에서는 방망이 탓을 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장

아웃이 되는 상황이 빈번했기 때문. 게다가 열정팀 수비수
들은 실책까지 연발하니, 속수무책이었다. 컴퓨터 탓을 할
수도, 사람 탓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그저 최선

열정팀
Mini interview

면이 많았다. 잘 맞은 타구도 야수 정면으로 날아가서 쉽게

주동수 본부장
2017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해 목표를 조기 달성한
강원본부 가족들 마음은 이미
풍성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스크린야구 대회가 우리
모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매개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 8회 1점을 추가하며 말 그대로 열정
을 불사른 열정팀. 8회 스코어는 12:2까지 벌어졌다. 패기팀
은 9회에도 2점을 추가했고, 최종 스코어 14:2로 패기팀이
2017 월드시리즈 우승의영예를 안았다.

패기 넘치는 소수정예 강원본부 ‘파이팅!’
‘작지만 강한 강원본부’ 강원본부 직원들이 평소 생각하
는 본부의 이미지이다. 다른 본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어느 본부보다 패기가 넘친다고. 그런 그들의 열정과

김철환 시험분석팀장

박현규 검사팀 사원

강원본부는 인원이 적은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입니다.
스크린야구를 처음 해봤습니다.
평소 야구에 관심이 없어서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본부 직원들은
단합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오늘
스크린 야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딱 맞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참여할 수 있고, 서로 유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봉구 시험팀 사원

장동준 검사팀 사원

야구라는 스포츠는 9회말
2사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짜릿함은 더욱
커지는 것이죠. 오늘 게임도 경기
결과를 떠나서 ‘결과는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하고

사무실에서만 보다가
스크린야구장에서 만나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팀웍을 요하는 경기다보니,
오늘 게임을 통해 팀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돌아갑니다.

받았고요.

경쟁하면서 느낀 재미는 덤으로

패기는 단순히 그들이 전하는 말이 아닌, 그들의 모습에
서, 업무성과에서 오롯이 드러난다.
스크린야구가 끝난 뒤 이날 강원본부만의 특별 행사가 열
렸다. 연례행사로 매년 진행해 온 김치 담그기 행사가 진
행된 것. 강원본부의 경우,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뒤

패기팀

의 행사라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스크린야구장으로 모여
들 때부터 밝았던 그들의 표정은 단순히 스크린야구에 대

김용호 검사팀장

한 기대뿐 아니라, 그 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겠다는

황용진 검사팀 사원

본부에서도 종종 족구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땀흘리며
부딪히다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오늘 스크린야구는 모두가 함께
하려는 마음이 느껴져,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더욱 더 돈독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었으리라.
주동수 본부장은 “비록 우리 열정팀이 석패했지만, 강원
본부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
습니다. 일상에 지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를
즐겁게 빛내준 직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며 함

구성원들이 대체로 젊은 편이라서,
서로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
야근이 많아서 힘든데, 야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웃음을 지었다.
김창래 시험분석팀 과장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었다.
처음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 직원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성
넘치는 강원본부 직원들답게 오늘도
각자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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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춘만 검사팀 대리

이경민 검사팀 사원

본부가 산 밑에 위치하다 보니 평소
이런 문화를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맥주 마시며 야구를
즐기다보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직원들이 다함께
모이기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는
다함께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다보니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공이 무서웠는데, 차츰 적응이
되다보니 공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더라고요. 오늘처럼 항상
웃는 강원본부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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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펼쳐진 우리 음식의 향연
한정식의 장점은 다양한 조리법으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비주얼은 또 어떤가. 커다란 상 위에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빼곡하게 주요리와 찬들이 차려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치솟는 침샘을 가눌 길이 없다. 하물며 맛의 본고장이라
는 전주시에 소문난 맛집이 차려주는 한정식을 맛본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김병구 사원

전주시 덕진구에 자리 잡고 있는 ‘고향생각’은 까다로운 주인장 부
부의 고집과 정성이 그대로 상 위에 올라가는 한정식집이다. 사다
쓰는 반찬 없이 모든 재료들을 직접 사서 씻고 다듬은 뒤 볶고 무치
고 쪄내는 요리들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건 바로 손님들이었다. 천연
재료로 맛을 내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이 집의 진가는 그렇
게 알음알음 전국구로 알려진 것이다.
이송희 사원

오늘 소문난 ‘고향생각’의 맛이 궁금해 찾은 사람들은 전북본부의
검사팀 정영봉 사원, 시험분석팀 성재원 사원, 검사팀 이송희 사원,
검사팀 김병구 사원이다. 이 집이 맛있다고 추천한 직원은 정작 일
이 생겨 못 왔지만 어쨌든 뜻밖에 얻은 거한 한정식 회식에 모두가
싱글벙글이다. 완주군에서 40분을 차를 몰고 달려왔다니 그 기대
감을 가눠보는 것이 불가하다.

나눠 먹고 싶은 정이 한가득

소문난 전주 한정식,
눈과 입으로 즐기다

‘고향생각’ 주인장이 직접 음식을 나르고 차리기 시작하자 모두

식재료와 정성에 반했어요~

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온다. 입맛을 돋우는 반찬들이 깔리더

정영봉(이하 정)

와!

니 이내 신선로에 담긴 갈비, 농어구이, 간장게장, 꽃게찜, 떡갈비,

성재원(이하 성)

헐!

큼직한 갈치구이, 커다란 대접에 담겨 나온 백합탕 등이 끝도 나

김병구(이하 김)

엄청나네요.

오기 시작한 것이다. 빈틈없이 채워진 상을 보면서 모두가 입맛을

이송희(이하 이)

대박!

다시더니 못참겠다는 듯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다. 금강산도 식후

정

음식이 끝도 없이 나와요.

경이다!

김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가격 때문에 한정식은 자주 먹을 기회가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을 찾으라면 단연 전주가 아닐까. 한국의 멋이 가득한 전

없잖아요. 오늘 정말 로또 맞은 기분이에요. 하하.

주는 한옥마을부터 SNS를 도배하는 다양한 맛집들까지~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이

거리가 넘치는 전국구 명소다. 오늘은 한국석유관리원 전남본부 직원들이

노란색을 띠어요. 뭔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고슬고

거한 한정식 한상을 받으러 나선 날. 직원들과 함께 했기에 더욱 즐
거웠던 그 식도락 현장을 공개한다.

슬하게 지은 밥맛도 좋네요

글. 이경희 사진. 장병국

정

떡갈비는 비주얼부터 마음에 들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고기를 잘 다져서 제대로 만든 느낌이랄까?

한국석유관
리원 전북본부

김
정영봉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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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원 사원

간장게장을 두고 밥도둑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딱이네요. 일단

게장에 살이 꽉꽉 들어차서 좋고 무엇보다 신선해요. 게장은 간장

59

세종
맛도 중요하지만 게 자체가 좋아야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이 집은

두 다 굿굿! 조미료를 확실히 안 쓰는 집 같아요. 느끼하지 않고 입

게나 생선 모두 군산에서 직접 주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는 한꺼

안이 깔끔해요.

번에 몇백키로를 사놨다가 급속냉동 시켜서 쓰고요. 그래서 1년

이

내내 맛있는 게장을 먹을 수 있대요.
정

사실 요즘은 밑반찬이나 김치를 사서 쓰는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아하~ 어쩐지! 맞다. 전주가 집이라고 했죠? 이런 음식을 자주

김

전혀요. (일동 웃음) 전주가 집이지만 이렇게 푸짐하고 화려한

한정식을 먹어볼 기회는 자주 없어요.
이

집에서 끼니를 챙겨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매번 밥상을 차리는
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반찬을 뭘 할지 고민도 정말 크고요. 남편

먹어봤을 것 같아요.

우아, 이 농어찜 좀 드셔보세요. 맛이 독특해요. 꼭 코다리찜을

이 이런 한정식 상을 봤으면 굉장히 좋아했을텐데(웃음).
김

어우~ 백합탕이 엄청 시원합니다. 해장하기에도 딱일 거 같아요.

이

아, 이제 진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남은 음식

먹는 기분이에요. 농어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농어는 어린 고기보

을 모두 싸갖고 싶지만 그건 안 되겠죠? 하하.

다 다 큰 고기가 맛이 좋은 생선이에요.

정

성

갈치도 엄청 두툼해요. 발라 먹을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하하.

동감입니다. 밤에 배고프면 남기고 온 음식들이 엄청 생각날

것 같아요.
성

요. 경쟁도 치열하고.

김동훈 대리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밑반찬들도 다 맛있어요. 나물, 잡채, 김치, 꼬막, 두부조림 모

정작 이 집을 추천만 해주고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온 검사팀

이구동성

❷ 금일동 부대찌개

❸ 생선이야기

❹ 육일식당

전주에 온다면 이곳의 짬뽕국수는 꼭

전주시민들이 추천하는 감춰놓고

고등어, 꽁치, 삼치, 갈치, 모듬 구이

30년간 오로지 감자탕만 팔아온

먹어볼 만하다.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싶은 맛집으로 손꼽힌다. 간이 세지

등등 웬만한 생선은 다 맛볼 수 있는

집이다. 고구마순을 산처럼

얼큰하고 불맛 나는 짬뽕국물에

않아 담백하게 먹을 수 있으며 인근

맛집이다. 간이 잘 밴 두툼한 생선을

듬뿍 쌓아 올린 감자탕은 반드시
먹어야봐야 할 메뉴, 지리산

얇고 쫄깃한 면발은 최고의 궁합을

직장인들에게는 최고 인기를 누린다.

입맛대로 고른 뒤 잘 발라 흰쌀밥 위에

자랑한다.

다양한 밑반찬들도 하나 같이 맛있다.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2길 12

063-284-0000

063-251-2685

063-247-1530

향돈촌에서 공수 받는다는 돼지등뼈
맛도 일품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89
063-221-3687

❺ 수참치
참치 마니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집에서 먹는 갈치는 사실 몇 번 젓가락질 하면 금세 가시만 남잖아

정

| 전북지역본부 맛집 리스트 |
❶ 골 때리네

이 많은 음식을 전부 다 직접 만든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져요.

대전

충청남도

받는 집이다. 참치회의 고운 빛깔과
뛰어난 해동상태, 푸짐한 양으로
유명하다. 메로구이, 참치머리조림
등 초다짐으로 나오는 요리들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❾❻
❷ ❸❿
❶ ❼❺
❹

훌륭하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200
063-245-3040

김제 ❽

전라북도

전주

❻ 고궁

전북본부
4인방의
추천 한마디

전주, 하면 떠오르는 대표 비빔밥
집이다. 묵직한 놋그릇에 담겨 있는
오방색재료가 군침을 돌게 하는
전통비빔밥이 추천 메뉴. 다양한
밑반찬은 물론 돌판불고기도 맛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3
063-251-3211

❿ 보물상자
차돌박이 비빔짬뽕, 불고기짬뽕
등 다른 곳에 흔히 볼 수 없는 짬뽕

이렇게 좋은 한정식은 처음 즐겨본

코스 요리로 연어, 게다리

보통 밖에서 사먹는 음식들은

한마디로 임금님 밥상을 받은

명가이다. 짬뽕 전문점이지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짠맛과

튀김, 새우튀김뿐만 아니라

자극적이고 먹고 난 뒤에는 물이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단맛을 좋아하는데 떡갈비가

신선한 참치도 포함돼 있어서

많이 먹히잖아요. 그런데 이 집

고르게 맛있었는데 특히

짠맛과 단맛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바다의 여러 가지 맛을

음식은 그렇지 않아서 좋았어요.

담백하면서 밥과 함께 먹기

임금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은

인근 도시에서 원정 오는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있었고 농어구이는 새콤달콤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창문

살이 많았던 갈치와 치자 물로 지은

좋았던 간장게장을 추천하고

한정식집이다. 조미료를 쓰지

집으로 푸짐한 정구지가 올라간

전주비빔밥집이다. 얇게 썬 총

전주 덕진구 견훤로 231

맛과 함께 특별한 식감으로 즐길

너머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와

노란빛깔 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싶습니다. 달거나 짜지 않고

않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순대국밥이 일품이다. 가짓수는

9가지 고명에 육회까지 푸짐하게

063-244-2900

수 있었어요. 늘 일만하다가 좋은

시원한 파도 부딪치는 소리가

직원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육질이 부드러웠던 갈비찜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 갈치구이,

적지만 맛있는 밑반찬에, 다양한

들어가는 전주비빔밥은 이집의

직원들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눈으로도 들리는 것 같아 음식

조금 더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맛있었고요. 나중에 가족들과

간장게장은 꼭 맛볼 것. 노란

양념으로 순대국밥을 맛있게

메인 메뉴. 육회를 못 먹는다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을 한층 돋궈주네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조밥도 입맛을 돋운다.

즐길 수 있다.

익혀 달라고 주문할 것.

- 정영봉 사원

- 성재원 사원

- 이송희 사원

- 김병구 사원

춘장이 들어가지 않은 전북지역

❼ 고향생각

❽ 시골집

❾ 세진회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 5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17

전주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78

063-246-9797

063-545-0666

063-231-5999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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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물짜장도 놓치지 말고 맛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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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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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내편

‘자매표’ 원목도마 제작 도전기

언젠가 멋진 추억이 될 하루
누구에게나 추억이란 것은 있다. 이 추억이란 것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공유할 수 있을 때 더욱 오래가곤 한다.
자매 사이가 각별한 이소라 사원과 동생 이수화 씨는 그동안 많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 추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어느 주말 오후 목공예 공방 문을 두드렸다.

목공예에 관심이 많았던 이소라
사원. 대패질하는 게 어려워 애를
먹는 이수화 씨가 안타까웠던지,
동생에게 다가가 자신이 터득한
요령을 차분히 전수해준다.
언니의 격려에 힘입어 이수화
씨도 더욱 분발해본다.

글. 정영아 사진. 장병국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검사1팀
이소라 사원 & 동생 이수화 씨

응. 언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돈독해지는 우애
이소라 사원과 이수화 씨는 3살 터울이 난다. 언뜻 보기에 친구 사이 같기도 한 두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했다. 실과 바늘처럼 둘은 언제나 붙어 다녔다. 이야기 도중, 이소라 사원이 우애

이렇게
해봐!

하니까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며 웃는다.
“초등학교 때예요.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묵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어묵이 먹고 싶어서 둘이 가
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 원어치를 사고 보니 어묵이 하나에
200원이라 5개밖에 안 됐던 거죠. 하나 남은 어묵을 두고 저는 동생에게, 동생은 제게 더 먹으라고 하면
서 얼마 동안 있자니, 그 모습에 감동하신 주인아주머니께서 어묵 하나씩을 더 주셨어요(웃음).”
학창 시절을 지나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두 사람. 이소라 씨는 2013년도 9월에 한국석유관리원 인
턴으로 입사해 10개월 근무하다가 2014년도 7월에 정규직 전환이 됐다. 이수화 씨는 현재 대전에서 유
치원 교사로 근무 중이다. 근무 지역이 달라 마음처럼 자주 볼 수 없다가 올해 초 이소라 사원이 대전충남
본부 검사1팀으로 발령받게 되면서 자주 볼 기회가 생겼다. 그 소중한 시간을 좀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
었던 이소라 사원. 목공예 이벤트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동생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냉큼 신청했단
다. 그 얘기를 들은 이수화 씨는 언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무조건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고.
“언니랑 주말에 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시간 보낼 때가 많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
하지만 예쁘게 차려진 음식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목공예 체험으로 요리와 관련 있는 원목 도
마를 만든다기에 가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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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다 도마 오일을 충분히 묻힌 다음 도마 뒷면부터 앞면, 옆면까지 정성껏 오일을 바르기 시작한다. 드
디어 원목 도마 완성! 둘 다 결과물이 기대 이상이라며 기뻐했다. 본인들이 만들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동안 도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녀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웃음이 지어졌다.

더 깊은 우애로 더 많은 추억을
작업을 마치고 공방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목공 체험이 끝나자 그녀들의 표
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체험이라지만 낯선 공간인 데다가 단시간에 작품을 만들려니 적잖이 부담됐을
것. 이렇듯 힘들게 만든 도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으니, 둘 다 “엄마에게 선물하려고요”라고 답한

협동 작전으로 완성한 자매표 원목 도마

다. “하나는 고기 써는 용, 또 하나는 김치 써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웃는 이소라 사원.

지난 11월 18일, 여느 주말 오후 같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을 그녀들. 이날은 원목 도마를 만들기

언니가 웃으니 동생도 따라 웃는다. 공방에서도 이 둘은 잘 웃었다. 별로 웃긴 상황이 아닌데도 뭐가 그리

위해 쉼터 공방을 찾았다. 강사는 수업에 앞서 원목 도마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러고

좋은지 눈만 마주치면 웃음이 솟아났다. 이제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서 “오늘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도마를 만들어볼 거예요”라고 말한 뒤 미리 재단해둔 도마를 그녀들

“어릴 때부터 언니랑 늘 붙어 다녔어요. 둘만의 추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시작했다 하면 서로

에게 건넸다.

얘깃거리가 끊임이 없죠. 아까 공방에서 문득 저희 둘 상황이 갑자기 너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눠드린 도마 보시면 어떠세요? 네모반듯한 모양이라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별로 예쁘지는 않죠. 그래

전에 언니랑 겪었던 어떤 상황이 지금이랑 겹치면서 웃음이 난 건데 언니도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웃음).

서 좀 더 예쁘게 도마 앞면에 해당하는 가로와 세로 부분을 대패질해서 둥글려 줄 거예요. 얼마나 둥글릴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둘만의 추억으로 이소라 사원은 작년 크리스마스를 꼽았다. 그녀가 대전에서 생

지는 본인 선택에 달렸어요. 주의할 점은 양쪽 균형을 맞춰가면서 대패질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패질하

활하는 동생을 위해 서울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 주말에 가끔 서울에서 동생과

는 요령은 우선 작업할 부위에 대패를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어미 날을 잡은 뒤 대패를 지그시 누르세요.

만나면 시간에 쫓겨 내려가기 바빴던 것이 아쉬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다.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

그러고 나서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 아래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면 됩니다.”

으로 남은 그날처럼. 그녀들은 오늘 역시 그런 소중한 추억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했다.

열심히 설명을 듣고 실전에 돌입한 두 사람. 한데 시작부터 난관이다. 대패질이란 게 꽤 힘을 써야 하는
일인 데다가 나름 요령이 필요해 별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요령이 없다 보니 대패질을 할 때마다 도
마가 움직이는 바람에 작업이 더디기만 했다. 이를 보다 못한 강사가 도마를 움직이지 않게 클램프로 고
정해줬다. 그랬더니 처음보다 대패질에 훨씬 더 속도가 붙었다. 원래부터 원목을 좋아해 목공예에 관심

Mini interview

이 많았던 이소라 사원. 본인 도마를 작업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동생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대패질하는
게 어려워 애를 먹는 이수화 씨가 안타까웠던지, 동생에게 다가가 자신이 터득한 요령을 차분히 전수해
준다. 언니의 격려에 힘입어 이수화 씨도 더욱 분발해본다. 30여 분 이상 대패질하느라 힘을 썼더니 그녀
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강사는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 과정들만 남았습니다. 힘내세
요!”라는 말로 기진맥진해진 두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는다. 다음 순서로 대패질한 면을 좀 더 매끄럽
게 다듬는 사포질 작업이 이어졌다.
“사포질은 반드시 나뭇결 방향대로 작업해야 해요. 제가 3장의 샌딩 페이퍼를 나눠드릴 건데요. 여기 마
우스처럼 생긴 샌딩 패드에 저처럼 샌딩 페이퍼를 부착한 다음 사방의 모서리에서 뒷면, 앞면, 옆면 순서

이소라 사원

이수화 씨

로 사포질하시면 됩니다. 저기 작업한 도마에서 광이 나는 거 보이시죠? 처음 공방을 찾으신 분들은 오

“작업 전에는 도마 모양이 단순하니까 만드는 과정이
뭐 그리 어려울까 싶었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을
많이 써야 하더라고요. 모든 작업이 처음이라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생기네요.”

“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예쁘게 차려진 음식
사진 찍느라 바빠서 음식을 놓은 도마는 잘 안 봤거든요.
도마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면 평소 그냥 지나쳤던 도마들을 한 번 더 유심히
보게 될 거 같아요.”

일을 발라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도마 표면을 사포로 마찰을 일으켜 거칠기를 잘 맞춰주면 저런
광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쁘게 광나는 도마를 만들려면 그만큼 이 과정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해요.”
좀 더 정밀한 사포질 작업을 위해서는 기계의 힘이 필요했다. 강사는 두 사람이 사포질 작업한 도마를 기
계를 돌려 한 번 더 매끄럽게 다듬는다. 이제 도마 오일 바르는 일만 남았다. 강사의 지시대로 그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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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은 얼굴

“가짜 석유?
뽀빠이의 힘으로
혼내주고 싶어요! ”
20세기 최고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빠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만화 속 인물이다. 온갖 어려움을

뽀빠이

겪으면서도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위기를
이겨내는데, 시금치를 먹고 힘을 얻어 악당들을 물리치곤
했다. 한국에서는 ‘뽀빠이’ 하면 누구나 이 사람을
떠올린다. 만화 속 뽀빠이처럼 모든 악당을 물리쳐줄 것만
같은 든든함, 바로 방송인 이상용이다.

이 상 용

글. 두정아 사진. 김희진

“사람으로 치자면, 자동차에게는
석유가 음식이죠. 제일 나쁜 사람이
음식에 장난하는 사람이에요. 가짜
석유를 쓴다는 것은, 건강을 버리는
불량식품을 먹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가짜 석유? 사람에게 불량식품 파는 행위”
마이크 잡은지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무대에 서
는 게 즐겁다는 방송인 이상용(73)씨. 그가 근육 가
득한 ‘뽀빠이’로 불린지도 벌써 반백년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의 대표작 ‘우정의 무대’
부활을 원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군대 예능의 원조
격인 ‘우정의 무대’는 안방 예능의 한 획을 그었던 프
로그램이다.
“전국 팔도의 군부대란 군부대는 다 돌면서 힘들게
방송했던 13년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 방송
을 해도 시청률은 잘 나올 겁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
들,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님들, 시청하지 않을 수 없
죠. 꼭 ‘우정의 무대’가 아니더라도 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지금도 식당에서 군복을 입는 사나이들을 보
면 흔쾌히 밥값을 계산해준다. 그러기를 벌써 40년
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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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으면요, 모든 게 반으로 줄어요. 먹는 양도 줄고,

보면, 정말 책 10권으로 엮어도 모자라죠. 하지만 아

잠도 깊이 못자고. 예전에는 밥도 세 사발씩 먹었는

직은 때가 아니에요. 여든 즈음에 내면 좋겠다 생각

데 이제는 반사발 정도예요. 그러다보니 아주 영양

하고 있지요. 한번 읽으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도

가 있는 맛있는 음식을 주로 챙겨 먹습니다(웃음).”

록 쓸 자신은 있어요. 책 제목도 정해놨죠. ‘살아보

하루 중, 운동하고 난 후 사우나를 하며 ‘점심에 무

니 별거 아니더라’입니다. 저는 키도 작고, 얼굴도 평

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단다. 이

범해요. 미숙아였고, 친구들 사이에 제대로 끼지도

상용에게 맛집은 거창한 곳이 아니다. 5,000원짜리

못할 정도로 허약하게 자랐죠. 하지만 운동으로 새

국밥집도 있고, 6,000원짜리 백반집도 있다. 가까

삶을 찾아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겁먹지 말고 두

이에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식당들

려워 말고 기죽지 마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았

이다.

다는 희망을 주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1만 원도 못

이상용은 정도(正道)가 아니면 걷지 않는 철두철미

쓰는 경우 많아요. 버는 것도 절제하고 쓰는 것도 절

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그의 주변인들은 ‘법 없이도

제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살 사람’이라고 손을 치켜세운다. 한 번 하겠다고 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욕망의 브레이크를

음먹으면 목숨 걸고 하는 성격이다. 한 평생 주식이

잘 잡아야 해요. 비싼 음식 맛없게 먹는 것보다 싼

나 신용카드를 모르고 살았단다. 아직도 양쪽 주머

음식 맛있게 먹는 것이 더 행복하잖아요.”

니에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평생을 술과 담배, 커피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도 오래 진행하다 보니,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어제 죽은 재벌은 오늘 아

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 과거에는 ‘남자가 술 한 잔

제일 나쁜 사람이 음식에 장난하는 사람이에요. 가

군인들을 보면 다 자식 같아요. 또, 저 군 생활 때 생

침 라면도 못 먹는다’는 문장이다. 재산은 많지만 불

도 못 마시냐’는 타박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짜 석유를 쓴다는 것은, 건강을 버리는 불량식품을

각도 나잖아요.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저도 그때

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여럿 목격했다. 그래

흔들리지 않았다.

먹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음식 잘못 먹으면 사람도

돈 없어서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서 만나는 이들에게 자주하는 말이 있다. ‘아름다운

“‘남자다움’이 꼭 술을 많이 마셔야 하고 담배를 손

죽을 수 있듯이, 가짜 석유로 자동차의 생명도 끝날

군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그냥 흐뭇해요, 고맙고.”

꽃과 나무를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

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술 먹고 주사

수 있어요. 가짜 석유가 대기오염까지 시킨다고 하

‘혼밥’이 화두인 시대지만 이상용은 오래 전부터 혼

고, 이렇게 웃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이 있음

부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좋은 대

니, 그런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자 밥 먹는 걸 즐겼다. 방송이나 행사를 하다보면 끼

을 감사하자’는 내용이다.

화, 행복한 풍경을 보기에도 짧은 인생이잖습니까.”

가짜 석유를 쓰는 이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

니를 놓치는 때가 많았고, 누구와 시간을 맞춰 함께

“행복과 건강은 백화점에서 안 팔죠. 그것은 살 수도

이상용은 36년간 지프차를 몬 것으로도 유명하다.

에 단단한 그의 팔 근육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식사하는 것보다 가볍게 혼자 밥 먹는 게 더 편했다.

없고 자가발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발전시켜서 생

이제는 소형차가 편한 나이가 됐다. 하지만 조만간

전국의 맛집 지도를 정리해 놓을 정도로 유명한 미

산하는 게 건강과 행복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

다시 큰 차를 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식가이기도 하다. 요즘에도 전성기 못지않은 빼곡

죠.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재벌은 200년도 더 살겠죠.

“제 꿈이 있다면, 중형버스를 하나 사는 겁니다. 민요

한 스케줄로 쉴 틈이 없다. 지역 행사부터 기업 강연

그러니 항상 기죽지 말고, 남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단과 의료봉사단 태우고 시골 오지로 들어가서 재미

까지 전국 곳곳을 누빈다. 그럴 땐 지역 맛집을 찾아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있는 공연도 해주고 의료 혜택도 지원해주고요. 국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나.

맛집 책을 내자고 연락 오는 출판사도 많지만, 자서

수도 삶아서 같이 먹는 겁니다. 차에 ‘시골 어르신 곁

“맛집 500여 곳을 정리해 놨어요. 진짜로 최고 맛있

전을 만들자고 연락하는 곳이 몇 배는 더 많단다. 조

으로! 뽀빠이가 간다!’ 현수막도 붙이고요. 제 버스

는 집이에요. 맛집 책을 내자는 출판사들의 연락도

금 과장하자면 100군데는 족히 넘는다고. 하지만

만 보면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맛있게

그는 여든 살 이전에 자서전을 내는 것은 안 된다고

남다른 철두철미한 성격인 그는 요즘 가짜 석유 문

먹으면 되지, 그걸 뭐 책으로 내나 싶어서⋯. 저는 맛

단호히 말한다.

제가 가끔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화가 난다고 한다.

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이 70이

“젊어서 자서전 내는 것은 코미디죠. 제 인생 돌이켜

“사람으로 치자면, 자동차에게는 석유가 음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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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을
사세요. 가짜 석유는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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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척

우직하게 일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에 몰입하면서도 주위의 팀원까지 챙길 줄 아는, 긍정적인, 듬직한⋯. 경영기획팀 서정희 과장을

“3년 전 과장님을 처음 봤어요. 매일 새벽 큰 가방을 메고 출근하셔

수식하는 좋은 문구들이 너무 많았다. 봇물 터트리듯 쏟아내는 경영기획팀 팀원들의 미담 속에서 거듭 반복된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말속에서

서는 가방 속 책을 꺼내보셨어요. 새로운 업무를 차근차근 공부하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임을 짐작케 했다.

글. 정임경 사진. 이용규 일러스트. 이지수

시는 것 같았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어
떻게 본사 업무에 적응해나가실지 저 또한 궁금해졌죠. 그 후 제가
2년을 지역본부에서 일하고, 다시 본사로 돌아왔는데, 과장님은

이토록 매력적인 사람 같으니!

베테랑을 넘어 경영기획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 되어 자
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웃음).”
이혜진 대리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던 김경훈 팀장은 서정희
과장의 성장을 ‘인간 승리’라고 표현했다.
“3년 전 저와 같이 발령을 받아 온 서정희 과장을 보면서 걱정도 많
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1년간 맡아온 검사원 업무와는 전

한국석유관리원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
서정희 과장

혀 다른 업무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받아들이는 습득력
도 빠르고 하고자 하는 열정도, 의지도 강했기에 처음의 걱정이 기
우였음을 깨달았죠. 또 착하고, 솔직하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지 척 주인공으로 딱 이지요(웃음).”

한없이 성실한 사람

김경훈 팀장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경영기획팀 팀원들의 박수가

오후 5시. 노을이 질 무렵 경영기획팀 팀원들은 일제히 엄지 척 이

쏟아졌다. 옆에서 서정희 과장과 동기인 김태영 과장 또한 한마디

벤트를 위해 건물 옥상에 모였다. 그곳에는 따뜻한 커피와 고소한

거들었다.

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보 엄지 척 콘텐츠에 이벤트를 신

“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웃음), 일 정말 잘하죠. 그 누구보다 우

청한 막내 서병재 사원이 먼저 입을 뗐다.

직하게 일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입사한 지 일 년이 됐어요. 그동안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의 반어법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

쳐 주셨어요. 저보다 훨씬 바쁘시면서도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늘 챙

토록 팀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서정희 과장은 도대체 어떤 사

겨주셨죠. 신입사원인 저에게 정말 든든하고, 감사한 상사이자, 선

람인지 더 궁금해졌다.

배십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웃음).”
주말, 출근했을 때에도 팀 막내를 먼저 보내고 마무리는 늘 서정희
과장의 몫이었다는 것이 서병재 사원의 증언이다. 서병재 사원이
“나중에 저도 서정희 과장님과 같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
을 하자 “오~ 오~”하는 팀원들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
야말로 후배가 선배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서정희 과장이 신입사원인 서병재 사원을 끔찍이 챙기는 데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누구나 ‘처음’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일 터.
입사 14년 차지만, 3년 전 본사 경영기획처로 발령받고 지금처럼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까지 그 또한 ‘처음’이라는 시간을 지내
왔기 때문이다. 이혜진 대리는 서정희 과장의 처음을 선명하게 기
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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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사람의 뒷모습

“팀장님을 비롯해 팀원들이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 감사하

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는 후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실은 물론 책임감 또한 남다르다는 전승희 사원의 이야기가 이

면서도 참 부끄럽네요(웃음). 이 이야기들이 사보에 기록되는 만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보기 마련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진

어졌다.

큼 부담스럽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우리 팀, 우리 조직,

심이 담긴 태도로 일관해온 서정희 과장의 진정성을 팀원들이 알

“일하다 보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서 과

기관, 나아가 사람들이 기름을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

아본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

장님은 그럴 때도 한 단계, 한 단계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일에 대

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맡은 일만큼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기에 서정희 과장의 면면들이 더

한 책임을 지시려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책임감

니다. 또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의미 있게 다가왔다. 좋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더 좋은 일

은 본받아야 마땅하죠.”

요. 어려운 일 있으면 편히 다가와 물어볼 수 있는 선배, 그리고 뒤

들만 가득하길 응원해본다.

서정희 과장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에 이혜진 대리와 서병재 사
원이 에피소드를 풀어놓았다.

서정희 과장이 팀원들에게 건네는 칭찬 한마디!

“올여름 과장님께서 건강 문제로 입원을 하셨어요. 병실을 찾고 있
는데 쩌렁쩌렁한 남자 목소리가 복도에 울리더라고요. 병상에서

서정희 과장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이토록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또한 함께하는 팀원들 덕분이라고.

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하고 계신 과장님이었어요. 과장님답다는 생

그 또한 팀원들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넸다.

각을 했죠(웃음).”
맡은 자리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서정희 과

“완벽한 팀장님이시죠!” 김경훈 팀장님께

장. 3년이라는 시간, 경영기획팀에 일하면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노력과 책임감 때문이다.

그가 뿜어내는 유쾌한 에너지
경영기획처 경영기획팀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는 팀으로 기
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대관 업무를 하는 부서인 만큼 보람된 일
도, 머리가 아픈 일도 많다. 묵직한 일들로 팀원들이 힘들어할 때
서정희 과장의 말 한마디는 어깨의 무거운 짐을 툭툭 털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다고.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오셔서는 우렁찬 목소리
로 말씀하세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 걱정도 말고.’라고 말이죠. 그
러면 정말 묘하게 힘이 되더라고요(웃음).” 정가혜 대리의 말에 이
슬기 사원 또한 한 마디 덧붙였다. “일을 하다 보면 좋을 순 없잖아
요.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면 ‘잘 될 거야’ 또는 ‘다 지나간다’와 같
은 긍정적인 말은 물론 농담으로 분위기를 다시 띄우시죠. 긍정적
이면서도 유쾌한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웃음).”
유쾌 상쾌 통쾌한 서정희 과장의 매력의 끝은 어딜까. 인터뷰를 막
시작할 무렵 정가혜 대리가 이야기했던 ‘어디서나, 누구나 호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정말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으로 점철되는 이야기
에서 서정희 과장은 “아, 내가 이 자리에 없었어야 했어!”라며 낯부

경영기획팀 팀장이라는 어깨가 무거운 자리를 맡아 정말
멋지게 잘 해내시고 계십니다. 능력, 팀원 관리는 물론, 팀원
생일을 꼭 챙기는 자상한 면모까지 갖춘 멋쟁이 팀장님 파이팅!

팀원들
덕분이죠~

“함께이기에 더 힘이 되는 동기죠!” 김태영 과장에게
경상도 사나이라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속정이 깊은
동기입니다. 동기와 같은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은 아는
사람만이 알지요.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되는 친구입니다.
“똑 소리 나는 친구입니다” 이혜진 대리에게
홍보 업무를 하려면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본부에서
일하고 돌아온 이혜진 대리.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경험, 탄탄한
실력까지 두루 갖춘 그녀야말로 최고의 인재입니다.

엄지 척!

“믿음직한 사원입니다!” 정가혜 대리에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어깨가 무거운 정가혜 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을
잘 처리해나가고 있는 정가혜 대리는 볼수록 믿음이 갑니다.
“슈퍼 우먼이죠!” 전승희 사원에게

김경훈 팀장

서정희 과장

그야말로 능력 있는 직원이면서 슈퍼맘까지. 회사일, 집안일
척척 해내는 전승희 사원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늘 상냥한
말씨에 고운 마음씨까지. 우리 팀 행복바이러스입니다.
“탁월한 인성이 돋보이는 그녀죠” 이슬기 사원에게

“일 잘하는 막내가 있어 든든합니다!” 서병재 사원에게

신입사원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일 처리가 야무지고

팀 막내라 힘든 일이 많을 텐데도 묵묵히 잘 해내죠. 일을 익히는
습득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열정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맡은
일을 척척 잘해주는 서병재 사원이 있어 든든합니다.

깔끔합니다. 일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적인 면에서
감동받을 때가 많았죠. 앞으로가 기대되는 사원입니다.

끄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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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시험총괄팀
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펼쳐진 진로 체험 프로그램, 그 현장을 가다!

“제 꿈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찾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웃음)”라고 이야기한 해민 학생에
게 정성 대리는 “그때 월급은 어느 정도 받고 있을 것 같아?”라며
거듭 질문을 이어갔다.

꿈꾸기 바빴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 꿈은 우연과 인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로 인해, 또는 어떤 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꿈.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개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또한 평택 이충중학교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할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할 안내자로 한국석유관리원 시험총괄팀이 나섰다.
글. 정임경 사진. 이용규

120평 규모의 헬스장 사장이 되고 싶다는 학생, 재판관, 방송 PD,
과학 선생님 등 학생들은 나름의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고, 이
런 아이들에게 정성 대리는 꿈을 이루는 비밀을 넌지시 알려줬다.
“더 구체적으로 꿈을 꾼다면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어요. 10년, 15년
뒤의 직장, 직함, 하는 일, 연봉 등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상상
한다면 그 꿈은 어느새 현실이 됩니다.”
꿈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 이야기로 이어졌다.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해야 할 것, 다가올
시대의 유망 직종 등등. 아이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또 다른 진
지한 모습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을 처음 만난 아이들
본격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다. 동영상으
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석유의 쓰임을 본 뒤 한국석유
관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하나씩 알아갔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정성
대리가 질문하니 “몰라요”, “석유를 관리하는 곳” 등 아이들의 솔
직한 답변이 쏟아졌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가
짜 석유를 파는 사람들을 검거합니다. 경찰처럼 잠복도 하고요.
검사원들이 석유를 채집해오면 시험분석팀에서 진짜 석유인지,

누군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재미있다. 10년 뒤, 혹은 20년
뒤 꿈을 이룬 이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꽤 어울 것 같기도 하다.
이충중학교 학생들과 멘토로 나선
시험총괄팀 팀원들이 조를 이루고
꿈을 이야기한 시간도 그랬다.

가짜인지 판별하는 일을 합니다.” 아이들은 “가짜 석유가 있다고
요?”라며 놀라는 눈치다.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본격적으로 한국
석유관리원에 대한 진로 체험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두 조로 나뉘
어 한 조는 가짜 석유가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알고, 나머지 한 조
는 시험분석팀을 방문해 가짜 석유를 분석하는 것을 들여다보기

“구체적으로 꿈을 꾼다면 그 꿈은 꼭 이루어져요!”

를 이루고 꿈을 이야기한 시간도 그랬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

로 했다.

누군가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재미있다. 10년 뒤, 혹은

행한 시험총괄팀 정성 대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물었다.

먼저 가짜 석유가 어떻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

20년 뒤 꿈을 이룬 이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면 꽤 어울 것 같기도

“해민 학생은 10년 혹은 15년 뒤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는 아이들을 쫓았다. 실제로 현장에서 적발된 가짜 석유 제품 조

하다. 이충중학교 학생들과 멘토로 나선 시험총괄팀 팀원들이 조

“전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을 연구하

작 장치들을 본 아이들은 그들의 교묘한 수법에 깜짝 놀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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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요. 그래도 차는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식별제가 포함되어 있

Mini interview

지 않은 경유와 달리 등유에는 식별제가 포함돼 있어 이 착색제를
넣으면 무색이던 등유가 보라색으로 변하죠. 그러면 검사원들은
경유에 등유가 섞여 있는 가짜 석유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시
작해볼까요?”

새로운 직업을 안 것 같아 기뻐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석유관리원을 처음 만나고, 보고, 경험한 하루

시험총괄팀 멘토들의 설명을 끝나자 아이들은 직접 실험에 나섰
다. 비록 실험이지만 가짜 석유를 찾아낸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눈
빛이 반짝였다.
“경진이가 같은 양의 경유와 등유를 섞어보자. 그다음은 해민이가
착색제를 넣어볼까?”
“선생님 이것이 보라색으로 변하면 경유와 등유가 섞인 거죠?”
“응. 정확해(웃음).”
경유와 등유를 섞고 착색제를 넣자 시험관은 바로 보라색으로 물
들었고 아이들은 “우와, 우와. 신기하다!”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
다. 이렇게 아이들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원이 돼 가짜 석유를

장해민 학생(이충중학교 2학년)

이다은 학생(이충중학교 1학년)

“한국석유관리원을 알게 돼 기뻐요!”

“가짜 석유를 밝혀내는 실험이 재미있었어요!”

-

-

석유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처음 알았어요.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에 좀 놀라기도 했고요. 비록 제게는 꿈이 있지만
바뀔 수 있다는 생각해요(웃음).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곳이
하는 일과 더불어 새 직업을 알게 돼 좋습니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아 진로 체험에 참석했습니다. 가짜 석유를
구별하는 실험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가짜 석유를 가려내는 방법과
석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꿈에 조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유수연(이충중학교 1학년)

시험총괄팀 정성 대리

“석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석유관리원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구분하면서 진로 체험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시험총괄팀 성광호
개를 저었다. 밸브 조작용 리모컨 및 수신기를 비롯해 조작에 동

팀장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원된 자석이 붙은 운동화, 정량미달 판매 조작 장치 등을 눈으로

“오늘 한국석유관리원에서의 직업 체험 재미있었나요(웃음)? 한

보며 아이들은 “우와, 너무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라

국석유관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바랍니다. 여기서 배운 것이 좋은 기회가 돼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시험분석팀을 차근차근 둘러보는 아이들. 석유 연료 성분을 분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장비부터 황분을 측정하는 장비까지 장비 설명은 물론 가짜

때로 꿈은 우연을 가장해 찾아온다. 우연히 참여하게 된 한국석유

석유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관리원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

무엇보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실제 현장에서 가짜기

게 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10여 년 뒤, 오늘의 진로 체험으로 시험

름을 파는 일당을 검거하는데 이용되는 최첨단 차량과 한국석유

분석팀의 새내기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

-

석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 석유를 파는
사람들의 교묘한 수법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운동화에 자석을 붙여
기기를 조작한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본사에서 진행한 8번째 진로 체험이었어요. 중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드론에 열광하더라고요(웃음). 석유 화학 분석 분야 범주에 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알리려고 노력했는데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험총괄팀 이보미 사원

시험총괄팀 권민정 사원

“아이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되는 것 같아 보람차요!”

관리원 검사팀이 잠복하기 힘든 곳에 있는 불법 현장을 검거하는
데 이용하는 드론이었다. 드론이 ‘윙-윙’ 굉음을 내며 하늘로 날
아오르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다. 이걸로 불법 현장을
잡을 수 있냐며 묻는 아이들. 그렇게 아이들은 한국석유관리원에
서 무슨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는 듯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원처럼 가짜 석유를 찾아라!
맛있는 핫도그를 먹은 뒤 아이들은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실
제 현장에서 불법 석유를 발견하는 간이 테스트에 직접 도전했다.

-

-

주변에서 이야기 해주시 않으면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또 석유 품질을 검사하는 직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을 알리고 또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선택할 직업의 폭을 넓혀주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인생 선배인 만큼 꿈을
들어보고 보충하면 좋을 것들을 조언해요. 그때 아이들이 제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보람을 느꼈죠. 아이들이 꿈을 이룰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어 저 또한 좋았어요,

“가짜기름을 파는 사람들은 주로 비싼 경유에 저렴한 등유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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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산책

거부하기 어려운 문화 세상으로의 초대

문화가 선사하는 겨울의 낭만(浪漫)
메가 히트를
기록한 뮤지컬
코미디의
역작!

<시스터 액트(SISTER ACT)>

정의내리기 어렵다. 노래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만나 울려 퍼지는 무대 위 하모니는 작품성과 재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기 마련이다. 언제 봐도 후회 없을 수작 뮤지컬 1편과 놓치면 후회할 전시회 1편을 소개한다. 글. 함승태

레고 블럭으로
만들어낸 환상적인
예술 작품

<디 아트 오브 더 브릭(The Art of the Brick)>

우리나라에서 <시스터 액트>는 뮤지컬에 앞서, 영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밤무대 삼류 여가수가 수녀 합창

‘장난감이야? 예술작품이야?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블럭 장난감 한 개 정도는 있기 마련이다. 그 작은 블럭들

단의 지휘자가 된다는 것, 현실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코믹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1992년 개봉 이후

은 하나하나가 모여 멋진 장난감이 되곤 한다. 그런데 장난감 블럭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세상을 깜짝 놀라

흥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공 비결에는 주인공 역을 맡은 우피 골드버그 특유의 코믹

게 한 예술인이 있다. 바로 네이선 사와야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세계 최초로 오직 레고 블럭만을 사용해 작

상상력을 현실화시킨
장난감 블럭

연기와, 신나는 음악이 있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수녀들이 돌변해 ‘아이 윌 팔로우 힘(I will follow Him)’

품을 만드는 예술가로, 주로 3차원 조각품과 대형화된 인물 초상화를 창조해 예술 비평가들에게 높이 평가되

●

을 부르는 장면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 정도의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고 있다. 비평가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 또한 상당하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과 44대 대통령 버락

그렇다면 뮤지컬 <시스터 액트>는 어떨까. 동명의 작품답게, 큰 틀에서 원작 영화와 맥을 함께 한다. 여기에

오바마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백악관 내 그의 작품이 전시됐을 정도로 그 예술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CNN

자동차, 동물들을 만들면서 놀았던 네이

원작 영화의 흥행을 이끈 우피 골드버그에 의해 탄생한 작품인 만큼 영화 <시스터 액트>와 뮤지컬 <시스터

에서 꼭 봐야 할 전시회 중 하나로 칭송한 <디 아트 오브 더 브릭>은 네이선 사와야의 대규모 조각품을 위주

선 사와야는 레고 블럭에 자신의 상상력

공연으로 선정됐다. 이후 뮤지컬의 본고

액트>는 어찌 보면 형제자매 지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형제자매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듯, 두 작품 사이에

로 구성된 전시회로, 네이선 사와야가 현대 예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월드 투어 버전

장인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흥

는 분명한 차별점이 존재한다.

이다. 국내 최초로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전시 중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독창적이

600만 관객을 동원한
글로벌 뮤지컬!

●
이 작품은 2006년 10월에 파사데나 극
장에서 초연됐다. 약 두 달간의 짧은 공
연 기간 동안 14억 원의 수익을 올려 파
사데나 극장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린

행에 성공함은 물론 작품성까지 인정받
은 뮤지컬 <시스터 액트>는 이후 전 세

뮤지컬 <시스터 액트>는 영화의 기본적인 이야기 외에 대본과 음악 모두 새롭게 창작됐다. 또한 영화의 스토

고 혁신적인 블럭 아트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계 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무대에 올려

리는 유지하되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와 신선함을 선사하기 위해 각 캐릭터마다 다양한 매력을 불어 넣었다.

네이선 사와야는 이 전시회에서 약 100만개의 레고 블럭을 활용해 만든 총 100여 점의 예술 작품을 선보인

이는 뮤지컬 <시스터 액트>가 단순한 뮤지컬 코미디를 넘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힐링 뮤지컬’로 완

다. 이중에는 지구본, 전화기 등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부터 인체의 다양한 동작들을 유려한 곡선으로 표현해

성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들로리스가 수녀 합창단의 음악적 재능을 끌어내 유쾌한 합창의 무대

낸 대형 작품을 비롯해 블럭으로만 재창조된 구스타프 클림트의 ‘연인’,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 레오나르

로 만드는 ‘라이즈 유어 보이스(Raise Your Voice)’는 관객에게 잊혀지지 않을 멜로디를 선사한다.

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오귀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등 유명 예술가들의 대표작들도 만나볼 수 있다.

졌다. 이 작품은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약 260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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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흥겹고, 때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며, 또 때로는 환한 웃음을 선사하는 뮤지컬의 매력은 단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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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장난감 블럭으로 집이나

을 더해, 단순한 장난감 블럭을 작품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레고 블럭처럼 익숙
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사
람들의 반응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직
각의 블럭들은 가까이서 보면 직각이지
만, 멀리서 보면 곡선으로 바뀌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네이선 사와야. 그의 작품
세계는 장난감과 예술 작품의 경계를 무
너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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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톡톡

활동의 추진력을 높이는 우리 안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행동하는 지성 知性
그들을 만나다!

82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셀?
NO! 재사용이 가능한 제작 셀!

온라인 소통공간에서 만나는
윤활유에 관한 모든 것!

- 홍주형 대리(사업관리처 고객지원팀)

- 강정민 대리(영남본부 검사2팀)

차량 연료 품질 점검 서비스를 하려면 특수 개조한 이동시험실 차량

영남본부는 10개 본부 가운데 윤활유 업무가 가장 많은 곳이다. 관리

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지만, 실제로는 연

하는 윤활유 업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자연히 다루는 물량도 많았

료비와 시험용 가스, 소모품 등 1건당 1만 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 한

다. 하지만 영남본부에 전체 윤활유 업무의 80~90%가 집중되어 있

남다른 아이디어는 혁신의 씨앗이 된다.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시스템도 조금만 관심을

정된 예산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려다 보니, 낭비 요소 발굴과 개선이

어, 윤활유 품질 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영남본부가 직접 나

기울여 살펴보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적지 않다. 제안의 생활화는 곧

필요했다.

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2017년 한 해 동안 특별한 아이디어로 우리

“황분시험장비에 사용하는 용품 중 일회용품인 수입산 셀(Cell)은 비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사업관리처 검사총괄팀에 의견을 이야기하

안의 혁신에 힘을 실어준 ‘제안왕’들을 만나보자.

교적 고가여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절

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어요. 본부장님께서도 윤활유 품질 검사

감해 효율적으로 이동시험실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동시험

제도를 개선하려면 영남본부가 의견을 많이 내야 한다고 독려해주

글. 정라희

실 차량 황분분석장비 전용 셀을 제작했습니다.”

셨고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제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

신입사원 시절 6개월간 시험팀에서 파견근무를 하며, 잠시나마 어깨

니다.”

너머로 보았던 경험이 제안에 도움을 주었다. 시험실에서 사용하는

현재 윤활유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정민 대리는 업무를

황분시험장비는 폴리에스터 필름을 틀에 끼워 시료를 넣고, 분석 후

수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과 한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

사용한 필름만 제거해서 버리는 방식이었다. 기존 일회용 셀을 살펴

했다. 올해 제안한 아이디어만 5건. 그중에서도 웹상에 윤활유 생산

본 결과, 아랫부분 재질이 시험실 셀과 같았다.

수입업체와의 소통공간을 만든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았다.

이에 착안해, 기존 시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분리가 가능한 틀에

이미 영남본부는 2015년에 기존 포털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필름을 끼우는 방식으로 이동시험장비용 셀을 만들기로 했다. 직접

만들어 담당 업체를 관리해온 터였다. 이곳을 통해 윤활유 품질 검사

도면을 그리고 업체의 도움을 받아 샘플을 몇 차례 제작했으며, 고객

신청을 받는 한편, 윤활유 품질 결과도 신속하게 안내했다. 아울러 각

지원팀 정광영 팀장과 시험총괄팀 성광호 팀장의 도움으로 비로소

종 서식 공지와 윤활유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유권해석사례 전파

현재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었다.

등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활용했다. 커뮤니티 앱을 이

시험 후 세척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용할 경우, 새 글 등록과 신규 댓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 홈

때문에, 기존 일회용 셀과 비교해 약 1천 9백만 원의 예산 절감이 가

페이지에 소통공간을 만들면, 전사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

능해졌다. 제작용 셀은 필름 삽입과 분리 등의 작업이 수반되지만, 성

리라는 생각에 공식 홈페이지 개편을 앞두고 해당 아이디어를 실시

능에는 차이가 없다.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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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S

검사 결과 우편 통보! 알림 메시지로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윤활유 검사 확인증! LIMS 통해 확실하게
이력관리 해야죠!

- 최정민 과장(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

- 정수연 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

우리 가정에 찾아든 낭보(朗報)를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모두모두 축하해주세요~!

기존에는 품질 검사 후 해당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왔다. 하지만 정

윤활유 검사 확인증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부하는 품질 인증 스티

유사나 주유소와 달리, 대리점과 판매소는 업체 관계자가 사업장 내

커다. 그러나 기존의 윤활유 검사 확인증 발부에 관한 이력관리는 규

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편 반송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고

정상 수기로 작성하게 되어 있었다.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오기 등 오

의로 우편을 반송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류 가능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필요했다.

“윤활유 검사 확인증은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이력관리

축! 득남

“품질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내용을 알려주

를 수기로 하다 보니 오류가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업무를 수행

영남본부 검사2팀

어야 하는 것이 석유관리원의 의무입니다. 결과를 통보할 때 좀 더 효

하는 데에도 효율성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북부본부

축! 득남

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일상적으

에서는 출장보고서를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윤활

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

로 접하는 택배 알림 서비스에 눈이 갔습니다. 이를 우리 업무에 접목

유 검사 확인증 이력관리도 LIMS상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었습니다.”

최근에는 택배를 받으면 수신 결과가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된다. 기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면 보관과 분실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존의 우편 배송 방식은 발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없다. 하지만 LIMS로 이력관리를 할 경우,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❶ 이름 ❷ 출생일시 ❸ 몸무게

심재후 사원
❶ 심쿵이(태명)
❷ 12월 9일 13:33

박정수 사원

❸ 3.29kg

❶ 박상현
❷ 9월 10일 9월 10일 09:35
❸ 1.185kg

하지만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우편 배송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우

윤활유 검사 확인증을 몇 장 발부했는지 함께 기록할 수 있다.

편 배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배달

또한, 수량 산출도 시스템상으로 동시에 계산 및 적용할 수 있어 업

이 완료되면 알림 메시지가 도착해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한 명확한 근

무상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

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시료의 보관과 폐기 일정 등 시료 보관

사용 검사 확인증을 회수하기도 편리해졌다. LIMS를 이용해 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대ㆍ최소ㆍ경고 재고량 기능을 이용해 관리가 쉬워졌다는 것도 장

“우체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별도의 예산 확

점이었다.

수급정보처 환급심사팀

보 없이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아이디

“시스템상에서 이력관리를 하니 편리하기도 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박지서 대리

어는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제안 활동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직원이

도 좋습니다. 다른 본부에서도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를 적극적으

❶ 박준우

제안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❷ 10월 23일 15:58

축! 득남
대구경북본부 검사2팀

김영찬 사원
❶ 봄(태명)
❷ 12월 7일 11:05

축! 득남

❸ 2.75kg

❸ 3.68kg

우리 결혼했어요!

축! 결혼
영관리처 경영지원팀

축! 결혼
장윤미 사원

결혼식 날짜 : 12월 9일 11:00

경영관리처 경영지원팀

정재원 사원

결혼식 날짜 : 12월 9일 13:00

지난 호 독자엽서 당첨자(문화상품권) : 김은진/ 박미소/ 박현규/ 박혜진/ 배준학/ 윤덕진/ 임현식/ 정혜선/ 지승현/ 채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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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만족도 조사

Q3.

2017년 K-Petro 매거진
만족도 조사 결과

구성 및 콘텐츠

110명

<K-Petro 매거진>에서 만족스러운
항목은?(복수응답 가능)

디자인

31명

‘구성 및 콘텐츠’라는 의견이 66%(11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이 19%(31명)로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은 <K-Petro 매거진> 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볼륨 및
판형

8명

기타

3명

뒤를 이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이정표 삼아 2018년에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K-Petro 매거진>을 만들도록

발행주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13명

만족스러운
사항 없음

0명

Q1.

<K-Petro 매거진>의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 중 ‘보통 이상’ 응답자 97%(151명)가

Q4.

매우만족

63명

K-Petro 매거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

67명

나타났다.

<K-Petro 매거진>에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콘텐츠는?(복수응답 가능)

직원소식

35명

뉴스

13명

‘정보성’이라는 의견이 56%(88명)로 가장

없음

18명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원소식’이

22%(35명)로 뒤를 이었다.
보통

21명

만족하지
않음

2명
인터넷
검색

Q2.

지인 소개

<K-Petro 매거진>을 처음 알게 된 경위는?
‘회사 등 직장’에서라는 답변이 90%(139명)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1

명

우연히

전혀
만족하지
않음

정보성

88명

2명

Q5.

기타

8명 2명

기타

<K-Petro 매거진>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특별히 개선할 사항이

4명

특별히 개선할
사항 없음

구성 및 콘텐츠

52명

없다’는 의견이 45%(69명)로 가장 많았으며,

5명

16명

‘구성 및 콘텐츠’라는 의견도 34%(52명)로 높게
나타났다.

69명

발행주기

디자인

회사 등 직장

9명

139명

볼륨 및 판형

5명

기타

4명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매거진 만족도 조사 온라인 당첨자(문화상품권) : 강희환/ 김신웅/ 김한나/ 류철현/ 송지훈/ 이미영/ 이혜진/ 전승희/ 정진영/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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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중심 한국 · 중국 · 일본의
석유산업 현황 및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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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에드윈 드레이크(Edwin Drake)가 석유굴삭에 성공한 이래로 근대 석유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초기에는 미국 메이져 회사들의 독점 시장이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중동, 구소련의 유전개발과

1960년 OPEC의 결성, 1973년, 1979년 두 차례 석유위기 등은 원유시장의 주도권이 산유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
었다. 최근 2000년대 핵심 기술개발과 유가상승으로 탄력을 받은 셰일가스·오일혁명은 에너지시장과 국제정세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차지하는 최대의 에너지원이며, 세계 석유소비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2015년 31%에서 2050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까지의 세계 석유소비 증가분의 약 60% 이상이 아시아로 그 중심에 중국과 인도가 있다.

〈그림1〉 세계 1차에너지 에너지원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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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해 정제능력의 지속적 감축과 기업 간 합병 및 자본제휴 등 구조개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요 증가세 둔화로 설비과잉과 정제마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원유수입 규제 완화로 지방공
기타
한국
일본
아세안
인도
중국

장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가동률은 75.4%(2016.1～2016.7 기준) 수준이다.

순
물량
’16년 ’05-’15년
국가
(천배럴/d) 점유율(%) 성장률(%)
위
미국
1
18,621
19.1
0.5
중국
2
14,177
14.6
1.3
러시아
3
6,418
6.6
1.7
인도
4
4,620
4.7
5.3
일본
5
3,600
3.7
-2
한국
6
3,234
3.8
1.8
7 사우디아라비아 2,899
3
3.2
브라질
8
2,289
2.3
1.6
독일
9
2,024
2.1
-1.2
이란
10
1,985
2
1.6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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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석유제품 수요는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감소로 돌아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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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종별로는 석유제품 원료인 납사 증가가 가장 크고,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수

기타 재생가능
수력

능력은 약 323만BPD로 세계 6위이다. 일본은 소규모, 분산형 정제형태로 석유제품 내수감소에 따른 경쟁력

중국의 정제능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1,418만BPD)이며, 향후 대규모 증설도 계획되어 있다. 반면에 내수

Mtoe
2,500

석유 정제능력

〈표1〉 2016년 세계 주요국 정제능력 현황

한국은 대규모 집약적 정제형태와 높은 가동률 유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정제능력은 2000년 541만BPD에서 2016년 360만BPD로 약 33%(181만BPD)가 감소하였다.

〈그림2〉 아시아 지역의 석유소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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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은 노후시설 폐쇄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 규모인 SK 에너지 울산공장(84.0만b/d)은 베네수엘라의 Paraguana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며 총 정제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Energy Outlook 2018에 따르면 2050년에도 여전히 화석연료는 세계 에너지 수요의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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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제능력은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과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럽은 경제

석유제품 수요

송연료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등유, 중유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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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EEJ Energy Outlook 2018

차량용 연료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레저용 차량 선호 등으로 휘발유 대비 경유가 약 2배 이상 소비되고 있으나 온실가
스 및 PM 등 환경대응을 위한 경유규제가 시행될 경우 차이는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찍부터 수출중심의 석유산업 체계 정착으로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인도,

한국은 원유 전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카타르, UAE 등 중동의존도

중동 등의 정제능력 향상으로 수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85.9%로 매우 높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원유의 거의 전량(99.7%)을 수입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란, 쿠웨이크 등 중동의존도가

87.2%로 매우 높다. 최근 셰일오일 생산증대로 수출여력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 원유 수출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등에

〈그림4〉 한국의 석유제품 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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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5〉 한국의 휘발유, 경유 생산, 소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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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석유제품 수요는 1999년 대비 2015년에 약 27%(연평균 1.9%)나 감소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송부문의 차량

해왔다. 경유는 겨울철 저온특성 관련 유동점, 필터막힘점(CFPP), 환경 관련 다고리방향족, 방향족화합물 등을 중점 관

연비 향상, 신연료차 보급 확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과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 등으로 지속적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

리하고 있다

차량용 연료는 휘발유가 경유대비 약 1.58배 소비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하류부문의 경쟁이 격화되어 주유

석유제품의 품질·유통관리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소비자 보호 및 탈세방지를 위해 정제공장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철

소는 1995년 60,421개를 정점으로 현재는 31,467(2017.3 기준)까지 감소하였고 셀프화(9,856개소, 31.3%, 2017.3 기

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는 위법행위 효율적 단속과 관리를 위해 비노출검사차량 및 스크린시험법

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개발 등 검사 · 시험업무 효율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황분 10 ppm 이하의 휘발유와 경유를 보급하였고 경제산업성이 하류부문의 품질검사와 행정처분

〈그림6〉 일본의 석유제품 소비 추이
백만kL

휘발유

납사

경유

등유

중유

중유

〈그림7〉 일본의 휘발유, 경유 생산, 소비추이

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방세인 경유인수세의 탈세방지를 위해 지자체 세무국을 중심으로 버스나 공사현장의 트럭,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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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였고 더불어, 품질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2017년 NationalⅤ의 전국 시행으로 휘발유의 황분(10pp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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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6년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AQSIQ) 등 검사기관의 법적권한 및 처벌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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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올레핀(24 부피% 이하) 등과 경유의 황분(10ppm 이하), 세탄가(51/49/47 이상) 등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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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Ⅵ 기준 적용을 목표로 추가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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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한 · 중 · 일 휘발유 품질기준 주요항목 비교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Sinopec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까지 평균 2.5% 증가가 전

〈 표3〉 한 · 중 · 일 경유 품질기준 주요항목 비교

품질항목

한국
(석유사업법)

일본
(품질확보법)

중국
(GB 17930:2013)

옥탄값 (RON)

보통 : 91-94,
고급 : 94 이상

89/96 이상

89/92/95 이상

상으로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증기압 (37.8℃, kPa)

44-82 S:44-60,
W:44-96

44-78kPa

S:40-68,
W:42-85

차량용 연료는 2000년대 초반에는 경유가 휘발유의 2배 이상 생산 · 소비되었으나 2010년 이후 승용차 보급에 따른 휘발

밀도 (20℃, kg/m3)

–

783 이하

720-775

황분 (㎎/㎏)

10 이하

10 이하

방향족화합물 (부피%)

22(19) 이하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

24 이하

망되고 있다. 유종별로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가용 차량 증가와 여행 증가 등으로 휘발유, 항공유를 중심으로 크게 증
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산업부문의 침체로 경유와 중유의 수요는 둔화되고 있다. 반면에 여분의 정제능력과 품질향

유의 비약적 증가로 그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그림8〉 중국의 석유제품 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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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중국의 휘발유, 경유 생산, 소비추이
2.4

품질항목

한국
(석유사업법)

일본
(품질확보법)

중국
(GB 19147:2013)

황분 (㎎/㎏)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5 이상

51 이상

필터막힘점 (℃)

-18 이하

지역별, 월별
지정수치

-44 이하

10 이하

윤활성@60℃
(마모흔경, ㎛)

400 이하

–

460 이하

–

40 이하

밀도@15℃ (kg/m3)

815–835

–

810–850

1.0 이하

1.0 이하

다고리방향족
(무게%)

5 w% 이하

–

11 v% 이하

2.25

2.22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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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석유산업은 세계적인 정제설비와 품질관리를 통해 석유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며 국가 경제를 견인해왔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 석유제품 대량 수요국가 및 중동 등 산유국의 정제능력 강화는 향후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에 만만

석유제품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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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과거 수차례 석유피크론, 석유위기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대다수 에너지전문기관은 석유가 향후 40년 후에도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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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석유제품 품질기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장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석유제품 국

치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2019년 이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을 능가하는 품질을 목표로 품질기준 강화를 추진

따라서, 고도화설비 증강과 에너지 효율강화를 통해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중동, 미국, 러시아 등의 산유국과 중국, 인도

2. 일본석유연맹 「오늘의 석유
산업 2017」

하고 있다.

등 대형 소비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은 원유 도입 다변화와 동남아, 유

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한국은 2009년부터 황분 10 ppm이하의 초저유황 휘발유, 경유를 보급하고 있으며 휘발유는 자동차의 시동성, 증기폐

럽 등 신규수요가 예상되는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 현지 저장·유통·판매부문 직접 진출 등 종합적인 미래전략을 고민해

4. 산업연구원 「최근 중국 정

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증기압, 발암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방향족, 벤젠 등의 기준을 강화

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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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에너지

글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유성경 사원

일본의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최신 동향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내부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온사이트(On-site)형, 외부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오프사이트(Off-site)

수소충전소 유형 및

형과 이동식 충전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의 일반적인 오프사이트(Off-site) 충전시설은 수소를 외부 생산시설로부터

운영

액화수소로 공급받아 액체 상태로 저장탱크(–250℃)에 저장한다. 액화수소는 부피가 작아 저장과 운송에 유리한데, 만일
같은 양의 고압수소가스를 저장하려면 최소 12배 이상의 저장탱크가 요구된다. 액체상태로 저장된 수소는 기화기를 통

신기후체제 출범과 함께 저탄소 경제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친환경성, 저장·운반가

해 기체(0.6Mpa)로 변환되고, 다시 전용압축기를 사용하여 충전압력인 82Mpa 수준의 고압수소로 압축된다. 이렇게 압

능성, 생산 및 소비의 유연성을 갖춘 미래에너지로서, 해외에서는 이미 국가차원의 수소경제 도래를 준비하는 움

축·저장된 수소는 배관을 통해 외부 디스펜서를 거쳐 차량에 충전된다.

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기술적·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액화수소
저장

액화수소
수송

일본의 수소시대

일본은 2014년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정부 내 수소차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선점 노력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사회로의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수소차인 승용차와 버스가

고압축압기

기화기

압축기

(0.6Mpa)

(82Mpa)

수소
디스펜서

수소차

선수들을 수송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80만 대의 수소차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소충전기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올해 10월말 개최한 도쿄 모터쇼에서 한번 충전으로 1,000㎞를 달릴

일본의 액화수소충전 가격은 1kg 당 약 1,100엔 정도로 가득 채우면 약 5,000엔이며 1회 충전으로 약 650km 주행이 가

수 있는 수소차 컨셉트모델을 소개하는 등 수소차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 미래자동차인 수소

능하다. 또한, 보급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차량 구매시 세금지원(차량가격 약 750만 엔, 지원금 약 200만 엔) 및 수소연료

차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와 같은 기반시설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금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동식 충전소가 각광 받고 있다. 2015년에 등장한 이동식 충전소는 소형 충전소 설치비의 절반가격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면적도 기존 충전소의 30% 정도만 차지해 부담이 적다.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이동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및

현재 일본은 전국 91개소(도쿄 9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전까지 160개소, 2025년

규제 완화

까지 320개소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 방침을 가지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설치 및 운영비가 높아 한

식 충전소는 좋은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곳에 약 4~5억 엔(40~50억 원)의 설치비용과 연간 약 5,000만 엔(5억 원) 상당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일본정부는 수소충
전소 확충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구축비용 절감을 위한 자국의 최신 고압가스 신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미국 내

수소충전인프라

소충전소 보조금 지원에는 약 3,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였다.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올해 6월 말 기준 총 62개소이며, 올해까지 68개소 이상 내년까지 총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

해외동향

또한, 충전인프라 보급확대를 위해 경제산업성의 고압가스보안법, 총무

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수소충전소 5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19년까지 100개소, 2025년까지 총 400개

성 소방청의 소방법, 국토교통성의 건축기준법 개정 등 수소충전소 관련

소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 건설이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0기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막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일본 내 수소차 시장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

대한 초기 설치비용의 6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저장용기의 압력규제를 40Mpa에서 82Mpa로 늘리고 수소충전소
의 노즐을 경량화화여 안전계수를 완화했으며 수소충전소 축압기 재질

도심 수소충전소

94

을 확대해 비용을 1/3으로 절감했다. 또한 도심지 수소보관량의 상한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보다 먼저 수소차 개발에 진입하고, 20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차를 출시했지만, 인프라 투자

은 폐지하고 주유소에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

및 정책지원 부족 등으로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수소차 보급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충전소

했다. 뿐만 아니라 보안검사 방법의 완화, 수소충전소 무인화 등 업계 요

100개 구축 목표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며 현재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12곳에 불

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과하다. 국내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마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투자가 필요하며, 나아가 수

시사점

소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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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휘발유 증기압 월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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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1) World Energy Outlook
2016(IEA)에 따르면 화석
연료 비중은 2014년 기준
81%를 차지하였으며, 20
25년에는 74~79%를 나타
낼 전망(시나리오에 따라 약
간의 차이가 있음).

A사

〈그림4〉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휘발유 벤젠함량 월별 추이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인체유해성 및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연료품질 향상 및 자동

〈그림3〉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휘발유 황분함량 월별 추이

(

01

배경

국내외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의
환경 관련 품질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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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배출가스 규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자동차의 이용, 신재생에너
지의 개발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세계 에너지 수요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임1)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휘발유 및 경유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동차연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원고에서는 국내외 휘발유 및 경

2-2 벤젠(Benzene)

유의 환경 관련 주요 항목별 품질규제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벤젠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일종으로서, 암(백혈병, 림프
종 등)을 유발시키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정유사에서 노킹현상2)을 줄이고 옥탄가를 증가시키기 위해 벤젠을 포함한 방
향족 화합물을 증가시켰는데 이로 인해 배출가스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

02 자동차용 휘발유

2-1 황분(Sulfur)

인체독성이 잘 알려진 만큼 현재 123개국에서 휘발유의 벤젠함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그 중 65개국(53%)이 1.0vol%

경유의 황 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등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2000년을 전후로 벤젠함량 1.0vol% 기준을 도입

지 않았으나, 최근 고청정연료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초저황휘발유의 도입도 일반화되고 있는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방향족 화합물과 더불어 최초로 항목이 도입된 이후 2009년 1.0에서 0.7vol%로 강

실정이다. 황 성분은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정화를 위해 장착된 3원촉매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아황산가스를 발

화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림4〉는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휘발유의 월별 벤젠함량 추이를 나타

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저황휘발유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휘발유

내고 있다.

의 연간 평균 황 함량을 10ppm으로 감축하였으나 39개 소형 정유사의 경우 2020년부터 초저황휘발유를 공급할 계획

2017년 벤젠함량 기준을 강화한 국가로는 싱가포르(5.0→1.0vol%) 등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2019년부터 1.0vol%에

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200ppm에서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09년부터 초저황경유의 도입과 함께 황분 10ppm이

서 0.8vol%로 강화할 예정이다.

하의 초저황휘발유가 보급되고 있다. 〈그림3〉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휘발유의 월별
황분함량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2017년 황분의 새로운 국가기준을 도입한 국가로는 중국(50→10ppm), 인도
(150→50ppm), 베트남(500→50ppm) 등이 있으며, 인도, 베트남의 경우 향후 5년 이내 10ppm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 증기압(Reid vapor pressure)
일정온도에서 증발할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서, 증기압이 너무 낮을 경우 연료의 불완전연소 및 배출가스 발생을 증가시

〈그림1〉 국가별 자동차용 휘발유 황분 기준

〈그림2〉 국가별 자동차용 휘발유 벤젠 기준

키고, 반대로 너무 높을 경우 휘발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캐니스터(Canister)의 포집용
량을 초과하여 VOCs가 배출되어 오존을 생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계절과 지역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국가가 많으며, 유럽의 경우 각 국가의 계절 및 지질학적 조건에 따라

Class A(45~60kPa)에서 Class F1(70~100kPa)까지 총 10개의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항
Legend:
0-10 ppm
11-30 ppm
31-50 ppm
51-150 ppm
151-500 ppm
501-2500 ppm
No information

Legend:
0-1 vol%
1.1-3 vol%
3.1-5 vol%
5.1-7 vol%

Not regulated
N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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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도입된 이후 여름기준만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44~70에서 44~60kPa로 변경되었으며, 겨울기준은 44~96kPa를

2) 내연기관의 실린더 내에
서의 이상연소에 의해 망
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현상으로서,
에너지 효율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됨.
3) Class A,B는 여름기준,
Class C,D,E,F 는 겨울
기준, Class C1, D1, E1,
F1은 변절기 기준임.

유지하고 있다. 〈그림5〉는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휘발유의 월별 증기압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유사별
로 계절별 기준에 맞게 제품이 출고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증기압의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여름철 기준은 68kPa에서 65kPa로 낮추고, 겨울
철 기준은 42kPa에서 45kPa로 높였다. 남부에 위치한 광둥, 광시, 하이난 등 3개 지역은 여름철 증기압 한계(65kPa)를
상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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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동차용 경유

3-1 황분(Sulfur)

3-3 밀도(Density)

자동차 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등에 의한 산성비 및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장착하는 후처리장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과 상관성이 매우 높으며, 밀도가 높을수록 분자수가 많고 끓는점이 높아짐에 따라

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내구성 저하 등을 이유로 최근에는 무황수준(sulfur free)의 연료가 요구되고 있다.

불포화 상태의 탄화수소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료의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커지며,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게

유럽연합 국가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8년을 전후로 이미 황 함량 10~15ppm기준을 도입하여 현재

된다. 또한, 밀도는 균일할수록(상·하한값의 범위가 좁을수록) 연료의 연소상태가 좋아져 배출가스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

까지 초저황경유(ULSD, Ultra Law Sulfur Diesel)를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까지만 해도 황 함량

소화된다. 유럽의 경우 820~845kg/m3의 범위에서 상·하한값 차이를 25로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품질

430ppm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6~2009년 사이 급진적인 강화정책을 실시하여(430ppm→30ppm→10ppm) 현

기준에 포함시킨 이후 815~855kg/m3에서 현재 815~835kg/m3로 강화하였다. 특히 상한값을 낮게 변화시켰는데, 이

재 10ppm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8〉은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경유의 월별 황분함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

는 연료의 경질화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기 위함이다. 〈그림10〉은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며, 4개 정유사 모두 매우 낮은 황분 값을 나타내 높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경유의 월별 밀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황분의 새로운 국가기준을 도입한 국가로는 중국(50→10ppm), 인도(350→50ppm) 등이 있으며, 특히 아시아

중국의 경우 올해 베이징기준을 강화4)(800~845→820~845kg/m3)하였으며, 국가기준은 2019년 강화5) 할 예정

국가들의 경유 내 황 함량 기준 강화 움직임이 주목된다. 인도, 베트남의 경우 휘발유의 황 함량 기준 강화와 더불어 향후

(810~850→810~845kg/m3)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올해 최초로 기준(최대 845kg/m3)을 도입하였다.

4) 5) #5, 0#, -10# 등급의
경우에 해당

5년 이내 10~15ppm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정제시설 고도화 비용 확보 및 정유사의 대응 가능성을 고려한 유통·보
〈그림8〉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경유 황분함량 월별 추이

급시기 확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A사

〈그림6〉 국가별 자동차용 경유 황분 기준

〈그림7〉 국가별 자동차용 경유 PAH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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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경유 PAHs함량 월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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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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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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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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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사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상관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주로 반영하여 급진적 혹은 점진적인 연료품질
강화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규제는 각 지역에서 보급되는 자동차의 실태나 환경문제, 정
유업계의 대응 가능성 등 해당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까지만 해도 선진국의 연구사례나 규제동향을 뒤따라가는 편이었으나, 정부의 혁신적인 규제

참고자료

강화정책 및 국내 정유업계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황분을 포함한 다른 품질 항목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규제를 대단히 빠

1. IIEA(2016), “World Energy
Outlook 2016”

3-2 다고리방향족(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른 속도로 강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진 연료를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주요

두 개 이상의 벤젠고리를 가지는 방향족 화합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생성된다. 미량으로도 암을

수출 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인도 등 주변의 주요 소비국들이 점진적으로 연료품질강화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거나 돌연변이원성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경유 차량의 입자상물질 등에 흡착되거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석유업계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올

나 가스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 및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휘발유및 경유 품질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PAHs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항목이 추가된 이후

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9년 PAHs 기준을 11에서 5wt%로 강화하여 현재 유럽연합(EU) 기준인 8wt% 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

향후 휘발유·경유 이외에 바이오디젤과 같은 바이오연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세계적인 트렌드

다. 〈그림9〉는 2016년 국내 정유사별 생산자단계 경유의 월별 PAHs 함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로서 지속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술이 자동차연료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자동차·

한편, 최근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일부 국가들은 PAHs의 신규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베이징의

연료 관련 업체들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PAHs 기준을 강화하였으며(11→7wt%), ‘19년에는 베이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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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연구동향

글 석유기술연구소
성능연구팀 노경하 대리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 및 과제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개발은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개선과 자동차업계, IT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03 각국의 자율주행자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각 국의 정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

동차 정부정책 동향

Defense Adva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지상전투차량의 무인화를 목적으로 자
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토대로 민간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
고 우수한 인재를 구글과 애플 등에 영입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민간 영역의 기술개발 향상에
노력하였다. 이에 구글은 대회 우승팀의 주축 연구자들을 대거 영입하여 2009년부터 개발을 시

01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와 ICT를 융합한

작하였으며, 2011년 미국 네바다 주에서 가장 먼저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

스마트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자동차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자동차, 커넥티드자동차 등을

는 민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자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술개발 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포함한 개념으로 통칭되는데, ICT가 자동차에 접목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그 시장이 점차 늘어나고

나 제도 개선 등에 주력하였고, 2011년 구글이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이 필요한 시점이 되자 네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BCG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25년까지 총 420억 달러 규모로 성장

바다 주가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험운행이 가능하

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약 3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록 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인자동차의 상용화로 인해 2035년과 2045년 사이 세계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특히 감

2017년 9월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검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

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화시킨 새로운 자율주행차량 안전지침 가이드라인 ‘안전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Safety)을
발표하여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기존의 규제도 완화해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시간 주 정부는 미시간대학

02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 주행조작

과 GM, 포드, 도요타, 보쉬, 델파이 등 자동차 기업들과 엠시티(M-city)라는 세계 최초 자율주행

기술구분

을 최소화하여 스스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기술학회(SEA

자동차 실험도시를 2015년에 구축하였으며, 주 정부는 엠시티 총 건설비용 135억 원 중 60%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

:Society of Automotive)의 0에서 5레벨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여 실제 도시와 같은 차량, 신호등, 보행자, 지하도, 일반도로, 고속도로, 비포장도로, 원형교차로, 철도, 다리 등 자율주행

Administration)이 내린 정의에 따라 레벨0에서 레벨4로 구분된다. 두 정의 모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적용 정도를 나

자동차의 성능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M-CITY 전경

타내며, 레벨0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모든 작동에 관여하는 수준을 나타내며, 레벨1은 적응식 정속주행시스템과 같이 한
가지 이상의 운행 자동화 수준에 해당한다. 레벨2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며 운전자가 운전을 감시하고 긴급 상황 시 직접

유럽에서는 EU를 중심으로 2015년 자율주행 기술개발 로드맵 보고서(EPoSS : 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제어를 하는 수준이며, 레벨3은 자동차가 주위상황을 모두 감시하여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Smart System Integration)를 발표하였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수준과 사회 제도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향

마지막으로 레벨4는 운전자 없이 목적지 까지 운행하는 수준을 말하며 SAE는 이를 더욱 세분화 하여 레벨4를 고도자

후 자율주행 기술의 R&D뿐만 아니라 유럽내 도로체계, 법규, 제도 등 다방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EPoSS에서는 자율주

동화 단계, 5레벨을 완전자동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현재는 많은 자동차기업에서 레벨2 수준의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으

행 로드맵을 3단계의 마일스톤으로 정의하고 이를 ‘R&D-데모-양산’ 3단계 과정을 통해 개발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국

며, 레벨3 수준의 기술은 2019년 정도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2025년 이후에는 레벨4 수준까지 DEMO기술이 적용되고

가 마다 도로체계 및 관련법이 상이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법과 제도 개선을 대응하여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이후 상용화 적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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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기술 수준〉

국내에서는 2016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지원 방안
구분

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레벨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계획에 있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법,

ICT 업체

제도개선을 통해 2015년 범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율
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그에 따라 2016년 2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완성차
업체

허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실제 도로에
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는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운행을 하고자 노력 중에

전기차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반인과 올림픽

업체명

주요기능

상용화 계획

자율주행 수준(SAE)

자율주행 수준

구글

완전 자율

2020

레벨 5

애플

완전 자율

레벨 5

Leaders
Leaders
Leaders
Leaders
Contenders
Contenders
Leaders
Contenders
Contenders
Contenders
Leaders

바이두

자체조종

2020
미정

아우디

교통정체 지원

2017

레벨 2

BMW
GM

교통정체 · 비상운전 지원

2018

레벨 3

자제조정, 차선유지

2017

레벨 3

포드

자제조정, 자동주차

2020

레벨 3

벤츠

교통정체, ACC

2019

레벨 3

폭스바겐

교통정체, ACC

2020

레벨 3

볼보

자체조정, 차선유지

2016

레벨 3

현대 · 기아차

교통정체, 차선유지

2020

레벨 3

테슬라

ACC

2015

레벨 2

레벨 2

출처 : Frost & Sullivan(2016), Navigant Research(2015), KISDI 재작성

관계자를 대상으로 KT와 현대자동차가 합작하여 만든 5G
자율주행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

K-City 구성도

완성차업체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독일의 BMW는 2018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현재도 기술 개발

행자동차 테스트 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2017년 8월

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16년 자율주행 수준 레벨3으로 평가 받고 있는 BMW는 2007년 최첨단 GPS를 개발

착공식을 가지고 현재 구축 중에 있다. 케이시티는 미국의 엠시티와 비슷한 시설로 세계 최초로 5G 통신 시스템을 접목할

하였으며, 한번 주행한 길을 기억하여 자율 주행할 수 있는 무인운전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다. 2011년 무인운전시스템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차량주행정보의 수집과 분석, 차 대 차 통신이 가능

CDC(Connected Drive Connect)에서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졌으며, 독일의 아우토반을 주행하는

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과를 이룬바 있다. 미국의 Ford는 2021년까지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3개
주에서 시험주행 중에 있으며, 엠시티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2021년까지 리프트 우
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 플랫폼에 공급할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전기자동
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경우 2015년 오토파일럿이라는 고속도로 상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상용화하여 ‘MODEL-S’
차량에 적용함으로써 레벨2로 평가 받고 있으며, 레벨3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술개발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구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정부의 지원과 ICT업체, 완성차 업체의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양산형 자동차는 2035년까지

05 결론

연평균 성장률 85%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 비중이 2035년

75.1%에 이를 것으로 Navigant Research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양산과 상용화의 가장 큰

04 자율주행자동차

정부적인 지원과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은 ICT업체와 완성차 업체를 주축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림돌은 기술개발이 아닌 보안과 제도, 윤리성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사고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

업체의 기술개발

데, ICT업체의 대표적인 선두업체는 구글일 것이다. 구글은 2009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시작해 2017년 레벨

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사고위장 등 보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법과 제도 또한 기존의 인간중

동향

4의 완전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성공하였다. 구글은 2015년 시제품 버블카를 선보이며 안드로이드 OS를 토대로 자율

심 체계에서 사물이 법적 인격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 문제

주행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탑재 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운전환경에서 안전하게 대처하고 다

일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반대로 말하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를 해할 수

수의 ICT기술 특허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선두에 서 있다. 대표적인 ICT업체 중 하나인 애플도 2014년부터 적

있는 것이다. 사람과 달리 인공지능에 도덕, 윤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극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2020년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

법과 제도적 취약점을 수정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이다.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시장의 미래 먹거리 시장

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공식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 완성차 형태로 개발 중이라 발표한

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 기술 융화와 법 · 제도 마련,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

것은 없지만 iOS 기반 인공지능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로 봤을 때 애플 또한 무인 자율주행 기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는 원천기술 확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고도화 기술 개발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 위한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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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이슈 & 줌인

글 사업관리처
시험총괄팀 정성 대리

증기압 시험방법 및 시험기기
휘발유는 자동차와 같이 내연기관을 가진 기계의 실린더내에서 폭발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다. 휘발유의 ‘휘발(volatilization)’ 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이미지대로 휘발유의 기화성능은 휘발유

증기폐쇄현상이란 일반적으로 카뷰레터 방식의 고전적인 차량에서 주로발생한 문제로 연료시스템의 온도가 높아졌을

증기폐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이 중지되는 현상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더운 계절의 정오에 가다서다를 반복하

(Vapor lock)란

는 시내주행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행위는 엔진에 무리를 주게 되며 엔진주변의 온도를 보다 빨
리 높이는 요인이 된다. 높은 주변의 온도는 연료를 증발시키고 연료라인의 특정부위에서 증기가 축척되어 엔진으로 연
료가 원활히 유도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연료펌프, 연료라인, 카뷰레이터, 또는 연료인젝터에서 발생한

가 연료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다. 연료공급이 줄어들면 공기-연료의 혼합비율이 틀어져 공기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출력을 상실하거나, 서징 또는 역
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연료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엔진이 정지하게 되고 연료시스템의 온도가 낮아져 기상의 연료
가 다시 액화되기전까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높은 온도로 인한 연료의 과잉 기화현상은 증기폐쇄의 직접적인 원인이
라 할 수 있다. 연료의 온도는 몇가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데 첫 번째는 기온과 같은 주위의 온도, 차량의 운행조건 및 시
간, 연료공급시스템과 엔진과의 거리, 그리고 연료공급시스템의 냉각정도이다.

휘발성능의 중요성

가솔린 주행성능의 핵심은 휘발성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솔린의 휘발성능은 매우중요한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액
상 및 고상 연료의 내부에서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으며 오로지 기체상태에서만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액상의 연료

증기폐쇄지수(VLI)는 증기폐쇄 또는 또 다른 연료운영의 문제점들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증기페쇄지수는 증기압과 증

가 연소되는 현상은 사실은 액상의 표면에 기화된 연료가 연소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엔진의 연소실에 가솔린이 도입

류성상 E70와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다.

되기 전에 반드시 기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증기폐쇄지수
(Vapor lock Index)란

VLI = 10(VP) + 7(E70)

휘발유는 액체상태로 정량된 양이 일정하게 연료 인젝터 (또는 기화기)로 유도되고 기화된 후 공기와 혼합되어 실린더
로 분무된다.

증기폐쇄 지수는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으나 일반적으로 800 ~1,250 범위에서 관리된다. 값이 낮을수록 증기폐쇄에 대

휘발성이 충분하지 않은 휘발유는 시동 및 주행성능 불량을 초래하거나 연료가 실린더로 일정하게 도입되는 것을 방해한

한 억제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크랭크실, 연소실 및 점화플러그에 침전물이 쌓이게 한다. 반면 휘발성이 너무 높은 휘발유는 높은 환경의 온도
로 쉽게 증발하거나 연료 펌프, 라인 또는 기화기에서 연료의 끓는 현상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곧 증기폐쇄에 이르
러 연료 흐름이 감소시키거나 중단시켜 엔진 작동이 완전히 정지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휘발유의 휘발성능과 관련있는 품질규격은 4가지 정도들 수 있는데 증기압(Vapor pressure), 증류성상

또한 연비가 감소하고 다량의 배출가스가 생성되기도 한다.

(Distillation, 초류점, T10), 기액비(Vapor liquid ratio), 그리고 주행지수(Driveability index)이다.

휘발유의 휘발성능
품질규격

증기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증류성상은 지난 호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하고 기액비 및 주행지수를 간단히 설
〈 가솔린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 구성도 〉

공기청정기

각
종
센
서

〈 연료의 휘발성능이 엔진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Gasoline Volatility on Vehicle Perfomance

분사신호

Volatility Too Low

연료압력조절기

ECU

▶ Poor cold start

연료
인젝터

연료
필터

▶ Poor warm up performance

공기
연료
탱크

▶ Poor cool weather driveability

Volatility Too High
▶ High evaporative emissions /

Canister overload & purge
▶ Hot driveablility problems / vapor

lock
▶ Fuel economy may deteriorate

* 기액비(Vapor liquid ratio) - 기액비는 기체대 액체의 비율이 20일때의 온도를 의미한다. 휘발성이 좋은 연료는 낮은
온도에서 기액비 20을 달성할 수 있고 휘발성이 낮아질수록 온도는 높아진다. 기액비값을 통해 해당연료의 증기폐쇄
의 경향성을 추정할 수 있다.
* 주행지수(Driveability index) - 휘발유의 저온시동성능 및 워밍업주행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행지수를 사용하며 증
류성상으로부터 유도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DI(℃) = 1.5*(T10) + 3.0*(T50) + (T90) + 1.33(ethanol)

▶ Increased deposits

흡기관
스로틀바디

- crankcase
- combustion chamber
- spark plugs
연료펌프

104

명하면 다음과 같다.

▶ Potentially increased exhaust

emissions

DI는 가솔린의 등급 및 계절에 따라 변화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DI는 376℃ ~ 610℃에 해당한다. 일부국가에
서는 DI범위를 매우 좁게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동아시아 같은 경우 460℃ ~ 580℃로 관리한다. 낮은 DI값은 일반
적으로 저온시동성 및 워밍업 성능과 관련이 있으나 어느 수준이상의 운전성능을 확보했다면 DI를 낮추는 것에 대한
이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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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압 품질규격

증기압 품질기준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범위규격이다. 다시 말해 최소기준과 최대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한

법을 휘발유, 원유 및 다른 휘발성 석유제품의 시험방법인 리드법(ASTM D 323)으로 제정하였다.

다는 의미이다. 최소기준은 엔진의 시동성과 관련이 있고 최대기준은 앞서 설명한 증기폐쇄 현상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미국시험재료협회(ASTM)는 함산소물질 혼합 및 비혼합 휘발유에 모두 적용가능한 시험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리드법을

특징은 계절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기온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두가지 특징은 자

근거로 하여 건식법(ASTM D4953)을 개발하였다.

동차연료의 요구규격을 만들어 가이드하는 세계연료헌장(World Wide Fuel Charter)에서 기온에 따른 증기압 품질기

증기압 측정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1992년 미니법(ASTM D5191, EN 13016-1) 시험장비가 개발되었다

준을 아래와 같이 가이드 하고 있다.

1998년 그라브너 박사(Dr. Grabner)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증기압 시험방법이 미국시험재료협회 위원회를 통과하였
으며, 이중 주입(double injection) 또는 3차 팽창(triple expansion)에 의해 휘발유 중에 용해된 공기의 부분압력을 측

〈 세계연료헌장 휘발유 증기압 가이드 〉
구분

A

B

C

D

E

정하기 위하여 3,000개 이상의 시료에 대해 시험실간 공동 시험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정밀도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3차

대기온도 범위(℃)

> 15

5 ~ 15

-5 ~ 5

-5 ~ 15

< -15

팽창법(ASTM D6378)이 제정되었다. 국내 석유제품 증기압 시험 관련규격은 리드법(KS M ISO 3007), 미니법(KS M

증기압(kPa)

45~60

55~70

65~80

75~90

85~105

2962, ASTM D5191) 및 3차팽창(ASTM D6378)등이 있으며 현재 석유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용 휘발유

T10℃, max

65

60

55

50

45

T50℃

77~100

77~100

75~100

70~100

65~100

T90℃

130~175

130~175

130~175

130~175

130~175

의 증기압 기준(Referee) 시험방법은 미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증기압 공인 시험방법 현황 〉

※ 구분은 지역별 최저온도이며 계절에 따라 복수규격을 적용할 수 있음
시험방법

KS M ISO 3007

석유제품 증기압 시험방법(리드법)

KS M 2962

석유제품 증기압 시험방법(미니법)

ASTM D323

Standard Test Method for Vapor Pressure of Petroleum Products(Reid Method)

ASTM D4953

Standard Test Method for Vapor Pressure of Gasoline and Gasoline-Oxygenate
Blends(Dry Method)

44~82이며 여름은 상한선규제를 강화하여 44~60, 겨울용은 상한선을 완화한 44~96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유

ASTM D5188

Standard Test Method for Vapor-Liquid Ratio Temperature Determination of fuels(Evacuated Chamber Method)

사 등 제조시설(수입)에 대한 기준적용을 주유소 등 유통시장의 기준보다 1개월 앞서 적용하여 유통과정 중 미치환 제품

ASTM D5190

Standard Test Method for Vapor Pressure of Petroleum Products(Automatic Method)

ASTM D5191

Standard Test Method for Vapor Pressure of Petroleum Products(Mini Method)

ASTM D6378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Vapor Pressure(VPx) of Petroleum Products,
Hydrocarbons, and Hydrocarbon-Oxygenate Mixtures (Triple Expansion Method)

JIS K 2258-1

Crude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 Determination of vapour pressure - Part 1 :
Reid Method

JIS K 2258-2

Crude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 Determination of vapour pressure - Part 2 :
Triple Expansion Method

EN 13016-1

Liquid petroleum products, Vapour pressure, Determination of air saturated vapour pressure(ASVP)

EN 13016-2

Liquid petroleum products, Vapour pressure, Detremination of absolute vapour pressure(AVP) between $0DC and 100 $0DC

BS EN 13016-2
BS 2000-409:2007

Liquid petroleum products. Vapour pressure. Determination of absolute vapour pressure(AVP) between 40℃ and 100℃

국내 증기압 품질기준은 석유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석유사업법에서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범

국
내

위기준(44~82)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 측면에서 상한선(60이하)만 규제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증기압은 엔진정지와 직결되는 항목으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주행중 엔진정지에
따른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별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기준은

에 따른 사용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 국내 증기압품질기준 〉

석유사업법

대기법

시험방법명

〈 주요 국가별 증기압 품질기준 현황 〉

구분

품질기준

비고

국가

일반

44~82

여름, 겨울 외 기간

여름용

44~60

6월1일 ~ 8월31일

겨울용

44~96

10월1일 ~ (다음해)4월30일

-

60이하

6월~8월

전체

여름

겨울

미국(캘리포니아)

-

44~48.3

44~50

캐나다

33-110

-

-

일본

-

44~65

44~93

중국

-

40~65

45~85

유럽(EU)

-

45~60

70~100

따라서, 연료가 적절한 휘발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정유사는 계절에 따라 가솔린의 배합(포뮬레이션)을 조절한다. 겨울과

국
외

같은 낮은 기온환경일 경우 가솔린은 낮은 온도에서 기화가 보다 쉽게 되도록(비점이 낮은물질 함량 증가) 배합된다. 반면
〈 증기압 시험기기 종류 〉

에 여름과 같은 더운 기온환경에서는 가솔린의 기화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비점이 낮은물질 함량 감소) 배합한다.

증기압시험방법

증기압이란 석유제품의 휘발성능을 평가하는 규격항목으로서 특정온도(37.8℃)로 유지된 밀폐용기 내에서 액체와 증발
된 증기가 평형을 이룰 때의 압력을 말한다.

1927년 독일 화학자 리드가 휘발유의 증기압 측정방법을 개발하였고, 1930년 미국시험재료협회(ASTM)는 이 시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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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지구촌 네트워크

글 경영기획처
경영전략팀 강희주 대리

평화와 열정의 대륙,
중남미에 한국의 석유관리기술을 전수하다

코스타리카는 2011년에 겪은 노후 정제시설 대형화재 이후 환경보호를 위해 석유제품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법률

석유제품 전량 수입

No. 7356를 근거로 석유제품의 수입·공급에 대해 국영정유사 RECOPE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2,02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입하였으며, 그 중 94.5%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참고로, 2006년과 2015년에는 한
국으로부터 각각 8만배럴과 2만 2,000배럴을 수입하기도 했다.
수입된 석유제품은 동쪽 연안에 위치한 모인항(港)으로 들어와 국토를 횡단하는 542km의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며, 송유
관을 따라 위치한 4개의 거점 저유소(모인, 엘 알토, 라가리타, 바랑카)에서 전역에 위치한 약 350개의 주유소에 석유제품

중남미 대륙에 인간이 언제부터 살게 되었는지 그 기원은 어디인지에 대한 여러

이 공급된다. LPG 역시 RECOPE가 모인항을 통해 수입하여 10개의 LPG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LPG대리점은 직

가지 학설이 있지만, 현재까지 자연발생설보다는 수만 년 전에 시베리아로부터

접 가정용 LPG를 판매하거나, 35개의 차량용 LPG 충전소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항 2개를 포함한 총 4개

건너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의 공항에 설치된 저장시설에도 RECOPE가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수입 탱크터미널 및 4개의 저유시설, 4개의 공

찾을 수 있는 엉덩이의 파란 몽고반점, 검은색의 머리카락과 눈동자 등이 이 학

항에 대한 품질검사는 RECOPE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뿌리를 한국과 함께하는 중남미 대륙의 대표국가인 코

참고로, 석유대체연료는 관련 법률제도의 미비와 바이오에탄올의 증기압 증가 등에 대한 기술적 장애요인 등으로 인해

스타리카와 페루는, 지난 2017년 9월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의무혼합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분야 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시베리아인의 중남미 대륙
이주 이후 문화는 아시아와 관련성 없이 발전하였지만, 한국형 석유관리시스템
전수를 통해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그 발전의 역사를 함께 쓰고자 한다.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검사는 ARESEP(공공서비스규제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 No. 7593에

공공서비스규제국이

근거하여 1996년에 설립된 범부처 조직이다. 주요업무는 수자원(상·하수) 및 에너지(전기, 연료 등), 수송(항공, 버스 등 대

석유제품의 품질 및
정량 관리

중교통)에 대한 규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혜 자원의 나라, 코스타리카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소비자가격 결정, 민원대응, 품질기준 설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다. 석유제품 관리분
야에 대해 석유관리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은 코스타리카대학교 내 CELEQ(전기화

재생에너지만으로

세계 최고품질의 커피와 영화 ‘주라기 공원’의 시나리오 무대로 유명한 코스타리카는 중미 남부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전력생산 300일 기록

니카라과와, 남쪽으로는 파나마와 인접해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서로 접하고 있다. 한반도의 약 1/4 크기인 코스

갱신

타리카는 국토의 25%를 보존지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 자연보호 정책 추진을 통해 모범적인 환경보존국
가로 발전해왔다. 단위 면적당 생물다양성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지구상 0.02% 면적을 차지하며 전 세계 생

학·화학에너지연구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 코스타리카의 석유제품 관리체계 〉
송유관로 상의
구분

탱크터미널

물의 5%가 서식-로,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한 생태관광과 친환경·청정 농산물 재배를 주요녹색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 코스타리카의 에너지밸런스(2014) 〉
지열(23)

특히, 코스타리카는 올해 중 300일 동안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

검사주체

RECOPE

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2015년 299일의 기

검사유형

품질

록을 경신한 것이다.

검사주기

입하시

수검대상

1업소
(모인항)

출하시설

RECOPE

ARESEP
품질

출하시

수송용(32)
석유제품

반면 한국은 2015년 기준, 총 전력생산량 중 단 5.1%만 수력을

총소비량

1차 공급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14)

M▶

산업용(18)

46
71

51
수력(12)

전기(42)

가정용(10)
▶X

16
석탄(1) M▶
태양열과
풍력(1)

(단위 : kBOE/일, 출처 : 미주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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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M▶

상업용(7)
기타(3)

열, 손실 등(26)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었다(미국과 일본은 각각 15%

월간 2회

4업소
(모인, 엘알토, 라가리타, 바랑카)

주유소

LPG대리점

ARESEP

ARESEP

품질 및 정량

품질 및 정량

연간 4회

월간 3회

350업소

10업소

공항

RECOPE

ARESEP
품질

출하시

월간 2회

4업소

차지). 코스타리카의 신기록 이면에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70%는
여전히 석유제품이며, 재생에너지 중 7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ARESEP은 2014년 12월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Estaciones CR(코스타리카 주유소)이

을 위해 건설된 댐은 야생과 자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모순도

라는 유가공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GPS기반의 해당앱은 350개 주유소의 위치와 실시간 유가정보

있지만, 그 기록은 대단히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재생에너지분야

뿐만 아니라 품질 · 정량검사 결과도 제공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결과에 따라 지도상에 업소를 색깔로 구별하여 소비자

는 여전히 투자와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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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석유관리시스템

현재 코스타리카 석유관리제도의 당면과제는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하며, 석유관리원으로부터 노하우 공유를 희망하고

페루 내 석유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은 에너지광물관리청(Osinergmin)이 수행하고 있다. 석유관리원과는 2011년 석유

페루로 간 한국의

전수 희망

있다. ▲정부(환경에너지부)는 지난 8월부터 EURO IV의 전면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품질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관련

및 대체연료분야 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기술정보 교류세미나 개최 및 한국정부의 중남미 경제협력

석유품질관리제도

기술정보 공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ARESEP은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성행 중인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

사절단에 참여하여 페루 에너지광업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양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코스타리카
공공서비스규제국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기 위해 기존 염료 대신 식별제 의무첨가를 검토 중이다. 이

기관의 내실 있는 협력관계 지속을 위해 올해 9월, 양해각서를 갱신하여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였다.

는 지난 6월에 실시한 KOICA연수를 통해 한국의 식별제 운

Osinergmin은 탄화수소법 No. 26221에 근거하여 자국 내 생산 · 수입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모든 석유제품에

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RECOPE

대해 정유사부터 저유소, 주유소까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대한 정량점검도 수행하

와 CELEQ은 석유제품 시험분석 스킬의 신뢰도 확보를 위

고 있다.

해 관리원이 주관하고 있는 정밀도 비교시험에 참여하길 희

품질검사 실적은 연간 약 1,000업소(90%가 주유소 품질검사), 정량점검은 약 2,500업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 · 수

망하고 있다.

입단계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및 유통단계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페루는 2010년 KOICA연수를 시작으로 꾸준히 참여하는 국가이며, 한국형 석유관리 기술전수의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생산 · 유통단계별 의무 · 수시검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시행중이며, 석유관리원에서 시행중인
‘주유소 등급분류 제도’도 도입하여 석유사업자의 효과적인 관리에 적용한 바 있다.

페루로 간 한국의 석유품질관리제도
페루, 에너지산업의

잉카제국과 공중도시로 알려진 페루는 남미에서 3번째로 큰 국가로, 최근 두드러지는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활성화로 경제 부흥을

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대비 124.6%이며, 이는 페루 정부의 투자 촉진정책과 무역자유화 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다. 최

관리원은 지난 9월, 페루 석유업계 이해관계자와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논의된 내용은 당사자별로 다양

한국의 노하우 전수를

노린다

근 성장속도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3%로 낙관하며, 광물자원의 생산량 증가로 전

했다. 그 예로, 페루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황분규제 기준(50ppm 이하)을 전면 시행하고자 정책조언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유사는 기술적 컨설팅을 필요로 했다. Osinergmin은 효과적인 석유제품관리를 위해 식별

나라, 페루

페루의 석유매장량은 남미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베네수엘라 1위),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1992년부터 석유 순

제 도입과 이동시험실 구축을 검토 중이었다. 특히, LPG 정량검사와 관련하여 신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었으며, 이는 석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1차 에너지원은 천연가스(59%, 84kBOE/일)와 수력(27%, 38kBOE/일)이며, 생산된 전력의

유관리원에서 검토 중인 사항과 유사했다.

55%(연간 22,363GWh)가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원유로부터 생산된 석유제품의 대부분(67.8%)은 차량용 연료로
소비되며,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된 LPG등의 석유제품은 51.1%가 가정용으로 소비된다.
석유제품 생산시장 점유율은 국영정유사인 PetroPeru가 39.4%, Repsol 33.7%, PlusPetrol 25.6%을 각각 차지하며,
주유소시장은 Repsol Comercial 등 주요 4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유소는 개인사업자이며, 밀림

지난 9월,
석유관리원은
페루 석유업계
이해관계자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에는 국영주유소도 운영되고 있다.

〈 페루의 석유제품 소비현황(2014년) 〉
135 MBPD

15.8%
휘발유
경유

LPG
기타

〈석유 상류단계〉
수입원유 60%
자국생산 40%

103 MBPD
액화천연가스

LPG
경유
기타

경유
발전용

LPG

10.3%
산업용

2.0%
10.3%
9.7%

원유
액화천연가스

〈 페루 석유제품 생산시장 점유율 〉

4.6%

원유

상업용

51.1%

Pucallpa PETROPERU
0.4%
lquitos PETROPERU Conchan 3.2%
PETROPERU
12.5%

Savia - PGP 0.4%
El Milagro 0.02%

LPG

67.8%

휘발유
경유
수송용

〈 페루 주유소시장 점유현황 〉
COESTI S. A.
62 업소

PERUANA DE
ESTACIONES DE
SERYICIOS S. A. C.
14 업소

REPSOL
COMERCIAL
66 업소

YAYA S. A. C.
7 업소

기술로 가까워지는 한국과 중남미

Pampilla PEPSOL
33.7%

기타

가정용

24.2%

GMP 0.4%

LPG

출처 : 2016년 KOICA 글로벌연수 「페루 Count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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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기타

Aguaytia 0.4%

Talars PETROPERU
23.3%

이렇게 가깝고도 먼 중남미 대륙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와 페루는 한국의 석유관리기술 전수를 바라는 점에서 많이 닮아있
Pluspetrol
25.6%

LPG

기타 2,672업소
(이 중 약 95%가
개인주유소)

었다. 한국석유관리원과는 어렵게 이어진 인연이지만, 그간의 많은 성과를 거울삼아 체계적 기술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
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기술컨설팅과 공동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의 석

출처 : 페루 광물석유에너지협회

유관련 민간분야의 많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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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NG

스마트 Q&A

글 석유기술연구소
성능연구팀 박진성 사원

자동차 연비 표시논란 이후 연비측정 및
표시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1〉과 같이 시험실 안에서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차대동력계와 구동 중에 발생된 배기

Q 04.
연비 측정은

가스를 포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배출가스 분석기가 필요하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측정 대상 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 설치하여 예비주행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을 한 다음 20℃~30℃사이로 유지되는 항온항습실로 옮겨 12~36시간동안 보관을 해야 한다. 보관이 완료된 차량은 시
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차대동력계로 옮기고 배기구를 배출가스 분석기에 연결하여 일정한 주행모드(도심모드
(FTP-75), 고속도로모드(HWFET))에 따라 모의 주행을 하며 배기가스를 포집하게 된다. 이렇게 포집된 배기가스는 배출

Q 01.

연비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km/L 혹은 km/kWh)을 뜻한다. 1리터(L) 연료 혹은 1킬로와트아워(kWh)의 전기로 얼

가스 분석기를 통해 가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성분(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동차의 연비란

마나 멀리(km) 갈 수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은 차량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측정

사용된 연료의 양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측정하게 된다.

무엇인가요?

된 연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자동차의 연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차량 측면이나
〈그림1〉 자동차 연비 측정 시스템 개략도

후면에 부착하도록 관련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따로 등급표시는 되지 않고 연비 및 1회 충전주행거
리(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완전충전에서 완전방전 할 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총 거리)를 부착하고 있다.

Clean Line

AIR
Dirty Line
HORIBA

HORIBA

HORIBA

〈표1〉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구분
연비
(km/L)

HORIBA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0이상

15.9~13.8

13.7~11.6

11.6~9.4

9.3이하

Host Computer
VETS7000

Dilution Air Refine System
DAR-1400

Emission Analyzer & CVS
MEXA-7400LE

* 단 경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상기 등급 구분에서 제외
Multiple CFV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AVL

Blower

AVL

자동차의 연비는 국가적으로 에너지관리 지표로 활용이 되며, 소비자 차량 구매 시 정보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개술

연비 측정은

개발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에 의거하여 2008년

왜 하는 건가요?

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에는

AVL

AVL

AVL

고정륜

이동륜

Q 02.

AVL

CHASSIS DYNAMOMETER
48” Compact 4WD

연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측정된 연비는 제조사별로 1년 동안 판매된 차량을 중량별로 분류하여 평균연비를 계산하게

DYNANOMETER
CONTROL CABINET

〈그림2〉 연비 측정을 위해
차대동력계에 차량을 설치한
모습

되는데, 이 평균연비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만큼 다음 년도에 초과해서 목표
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거나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평균 연비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연비가
좋은 차량을 개발하고 판매를 장려해야하기 때문에 연비를 측정하여 차량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차
량 간의 연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차량 구매 시 참고자료 사용할 수 있다.

Q 03.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고시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충전량에 따라 전력 소비 효율이 달라 일부 구간만 측정해서는 연비를 산출해내기 어렵다. 이 때문

Q 05.

연비 측정은

에 관한 고시」에 지정되어 있는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

에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달리 완전 충전상태에서 완전 방전까지 일정한 주행모드를 연속해서 주행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전기자동차는 연비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총 6개로써, 이 기관들은 한국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측정하게 된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 분석기 없이 차대동력계만 사용하며 차량이 완

어떻게 측정하나요?

시험기관이다.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들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연비 결과나 위 6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측정한

전히 방전되어 더 이상 주행모드를 따라갈 수 없을 때 측정은 종료된다. 측정이 종료된 이후 전기자동차를 다시 충전하는

연비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자동차의 판매가 가능하다.

데 이 때 완전히 충전시킬 때 소요되는 전력량을 측정하여 kWh당 주행거리를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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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6.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차량에 표시된 연비를 보고 차를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해보면 해당 연비만큼

시험실에서 측정하는

연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구매자들이 많았다.

연비와 실제 연비가

자동차 자체에서 연료가 소모되는 최소량과 최대량의 편차가 약 70배까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동만 걸고 운행을 하지

차이는 왜 발생하는

않는 상태(아이들링)에서의 연료소모량과 130km/h로 고속 주행할 때의 연료소모량의 차이가 최대 70배까지 날 수 있는

건가요?

것이다. 자동차 자체에서도 이러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 연비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서는 일정한 조건에서의 연비 측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시험실에서 연비를 측정할 때에는 에어컨이나 히터, 전조등과
같은 전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환경조건과 지정된 주행모드만 이용하여 연비를 측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비는 운행시의 눈, 비, 온도, 습도, 노면상태 등과 같은 환경상태와 급가속, 급제동 등과 같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다. 지금은 개선되었지만 2012년 이전에 시험실에서 측정된 연비에는 실제 도로의 환경
및 운전조건을 반영하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연비와 실제 연비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Q 07.

시험실에서 측정하는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2년부터는 측정된 연비에 실제의 도로 조건을 반영하

시험실에서 측정하는

여 만든 보정식을 적용하여 최종연비를 표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보정식은 도심 조건, 고속도로 조건, 고속 및 급가감

연비와 실제 연비의

속 조건, 고온(35℃) 및 에어컨 사용 조건, 저온(-6.7℃) 및 히터사용조건과 같은 5가지의 조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5-cycle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정식이라 부르는데, 이 보정식을 적용하는 경우 측정 연비 대비하여 25% 가량 감소하여 체감연비와 유사한 수준의 연

어떤 노력을 하나요?

비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연료의 성분을 연비에 반영하는 신연비로 개선되었고,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신연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부착되는 표시 라벨도 변경되었다. 현재도 우리 기관과 더불어 연비 관련 기관에서는 측정되는 연비
와 실제도로의 체감연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표시연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
심이 필요하다.

〈표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라벨
구연비

신연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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